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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례에 관한 보고와 소통 

귀넷 카운티 공립 학교(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이하 GCPS)에서는 가족들께 귀넷 카운티와 교육구의 Covid-19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OVID-19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감염 사례들이 있는지 알려면 어떤 정보가 가장 정확할까요?  

귀넷(Gwinnett)-뉴톤(Newton)-록데일(Rockdale) 보건국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s://www.gnrhealth.com/covid-19-info/). 

어떻게 학교에서의 COVID-19 사례와 바이러스 노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구 지도자들은 귀넷 카운티에서의 COVID-19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과 성인들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들을 추적하기 위한 과정이 가동중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나 귀가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건 관계자들의 가장 최근 지침에 따를 것입니다.  

 

학생의 가족과 교직원들에게 계속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학교측이 보고한 양성 반응자, 감염 가능자, 밀접 접촉자들의 

숫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 수업일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COVID-19 Dashboard를 검토하셔서 자녀의 학교 및 

교육구 내 코비드 전파 상황을 모니터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보고에는 신규 감염자의 숫자와 감염자들의 예상 복귀 날짜에 근거한 총 현재 

감염자 숫자가 포함됩니다. (예상 복귀 날짜 전에 학교/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의학적으로 건강이 회복된 경우 또는 예상 복귀일을 넘도록 

복귀하지 않은 경우는 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제 복귀일에 관한 정보는 학교에서 직접 확인하며 이 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들께서 디지털 수업 참가자와 대면 수업 참가자 모두를 위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GCPS의 온라인 자원인 COVID-19 

Information Hub를 살펴보시도록 권합니다.  이 사이트(허브)에는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폭넓은 범위의 주제들과 학교 급식, 통학편, 운동, 

교육 자원 및 카운셀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COVID-19 확진을 받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가족들은 어떤 정보를 

받게되나요?    

가족은 학생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코비드 진단을 받은 경우 자녀의 학교에 즉시 이를 알릴 책임이 있으며 학생은 

교육구의 격리 프로토콜에 따라 집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픈 경우 아픈 학생을 격리시키고 부모님께 알리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다음은 아픈 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파악 및 통지 절차입니다. 

• 사례의 추적과 보고 — 각 학교에는 훈련된 보건 대응팀(Health Response Team, HRT)이 있으며 HRT 요원들은 교육구의 안전한 추적 

수단에 양성사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며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귀넷 카운티 보건국에 보고됩니다. COVID-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 및 교직원은 공중 보건부(DPH)의 지침에 따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와 교직원 통지 —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학교에 출석했었다면, 학교의 HRT는 그 학생과의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연락합니다. CDC(질병 통제 센터)에 따르면 밀접한 접촉자는 감염된 사람과 15분 이상  6피트내의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GCPS는 교내와 교외에서의 바이러스 노출 둘 다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경우의 격리에 관한 DPH 및 

CDC의 지침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격리 요건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와 학교에서의 노출 당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COVID-19 Information Hub에서 격리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 

학생과 교직원 모두는 보건국으로부터 학교/직장 복귀 시점이 포함된 정보/권고사항을 제공받습니다.  아픈 사람과 수업을 듣거나  

같은 스쿨버스를 타는 학생들의 가족들께도 자녀의 격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통지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통지문은 SchoolMessenger를 통해 보내 드립니다. 

• 지역사회  보고 — 밀접 접촉자들과 감염된 교실이나 학교 버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릴 뿐 아니라, 교육구에서는 학교별 

감염 사례, 감염 의심 사례, 밀접 접촉자들의 숫자를  매 수업일에 GCPS의 온라인 COVID-19 Dashboard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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