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이내에 아이의 밀접 접촉이 발생했다면,  아이는 14일간 예방 격리합니다. 
 특히 아이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또는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과 정기적인
밀접 접촉이 있을 경우, 본 옵션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시려면 CDC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
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밀접 접촉(Close Contact)이란, 아이 또는 학생과 상대방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도, 아이 또는 학생이 총 15

분 이상, COVID-19 확진자로부터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었

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15분까지 합산되는 여러 짧은 시간

의 접촉 또한 해당합니다. 밀접 접촉은 또한 잠시이었다 해도,

아이 또는 학생이 COVID 확진자의 비말에 상당히 노출되었다

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픈 사람이 아이 또는 학생을 향해 기침을 했을 경우입니다.

아이의 복교: 
밀접 접촉 및 예방 격리

아이가 COVID-19 확진자 또는 SARS-CoV-2 검사에 양성 결과를 받
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Close Contact)로 예방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이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사이 정기적인 밀접 접촉이 없는 경우, ACPHD에서는

떠 짧은 열흘간의 예방 격리 주기를 허용합니다.

예방 격리는 며칠간 하나요?
예방 격리는 최소한 열흘간 하지만, 14일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SARS-CoV-2가 무엇인가요?
SARS-CoV-2는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밀접 접촉은 무엇인가요?

예방 격리란?
예방 격리는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Close Contact)이

있었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는 반드시 최소한 열흘간의 예방 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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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예방  격리 주기가 열흘인 경우, 11일째 날 복교

 예방격리 주기가 14일인 경우, 15일째 날 복교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Close Contact)이 발생한 날을 “0일째 날”(“Day 0”)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예방 격리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고 검사에 음성 결과(검사했을 경우)를 받을

경우,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의 밀접 접촉이 1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예방 격리를 1월 2일에 시작합니다.  아이가 예방 격리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고 검사에 음성 결과(검사했을 경우)를 받

을 경우, 14일간의 예방 격리가 완료되는 마지막 날은 1월

15일이며, 1월 16일에 복교할 수 있습니다.

양성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학교 또는 보육 시설

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방 격리 도중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예방 격리 도중의 검사에 대해서는 아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예방 격리 도중 발현된다면, 아이가 검사받는 것이 좋

습니다.  증상을 발달하지 않는다 해도, ACPHD에서 권장하는 바는

밀접 접촉(Close Contact)이 발생한 뒤, 4일에서 -10일 간에

SARS-CoV-2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증상을 발달하지 않고, SARS-CoV-2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음성 결과를 받았을 경

우, 예방 격리 주기를 완료한 후 (밀접 접촉[Close Contact] 발생 후 11일이 지나야 함) 복교

할 수 있습니다.

예방 격리 시간표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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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상이 발현된 지 최소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 최소한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습니

다.

증상이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