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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시나요? 

여행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오시면… 

(7일간) 집에 머무십시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해외여행에 관한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다음 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지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CDC 웹사이트를 살펴보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travel-precautions.html. 

여행 상황에 관한 특정 질문과 자녀의 출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고 싶으신 가족은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해외여행을 하는 교직원은 돌아온 후 재택근무 대상이 아니며 자가 격리 

동안 개인 휴가(personal leave), 휴가(vacation) 또는 병가(sick day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직원의 해외여행 지침과 업무 스케줄에 관한 질문은 본인의 상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 

•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CDC에서는 여행 후 

3일에서 5일이 지난 후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권합니다. 

•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자용 격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는 또한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후 

14일내에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여행자… 

지난 3개월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여행자는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용 요구조건과 

권고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마친지 

3일에서 5일 후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COVID-19에 걸린 후 

3개월까지는 검사에서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타인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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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여행자의 경우…                                                  

CDC는 백신 접종 없이 해외여행을 했을 때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에서 5일 후 

COVID-19 검사를 받고 여행 후 7일 내내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 여행자는 확진자에 관한 다음 격리 

지침에 따라 타인의 감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여행자도 자택에서 7일 내내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한 모든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적어도 7일간 학교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한 여행자는 여행 후 자택에서 10일 내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 여행자는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14일간 고위험군 해당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동안 증상을 모니터하시고 증상이 생기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타인으로부터 격리하십시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격리 

지침에 따르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travel-precaution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