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내  

COVID-19 검사, 증상, 격리 및 검역, 접촉 추적에 대한 전문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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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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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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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상태와 상관 없이 COVID-19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최근에 회복한 사람의 경우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DH 
검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의료 제공자 또는 지역 보건부에서 검사를 받기를 권장한 경우.  

의료 제공자 또는 학생 건강에 전화해서 검사를 준비하고 버지니아에서 COVID-19 검사 지역의 지역공동체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 또는 검역(집에서 머무르기)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COVID-19 검사 결과를 받은 후
검사가 양성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계속 격리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 이후 10일이 지났거나 증상이 발현된 적이 없었다면 처음 양성 검사 이후 10일이 지났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습니다. 
증상이 발현된 경우, 이러한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 미각 또는 후각 상실은 회복 후에도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격리 종료가 지연되어선 안 됩니다.)  

검사가 음성인 경우: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14일간 계속 격리합니다. 14일 동안 격리할 수 없고 증상이 없다면 조기에 격리를 끝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COVID-19에서 회복되었거나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은 계속해야 합니다.  
추가 검사 여부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묻고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면 격리가 권장됩니다.   

COVID-19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집에서 특정 방에 다른 사람 및 동물과 떨어져 자가 격리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응급 경고 징후가 발달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치료를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기침, 호흡 곤란, 흉통 또는 가슴 압박감, 새로운 혼란, 일어
나거나 깨어 있을 수 없음 또는 피부 톤에 따라, 피부, 입술 또는 손톱 밑이 창백하거나 회색 또는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입
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 제공자 사무실, 학생 건강 또는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의료인에게 COVID-19로 격리/검역 중임을 알리십시오.  
의료 제공자의 사무실 또는 학생 건강에 전화해서 COVID-19 검사를 준비하십시오. 또한 버지니아 전역의 COVID-19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려, 검역하고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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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ronavirus/what-to-do-if-you-have-confirmed-or-suspected-coronavirus-disease-covid-19/#covid-symptom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testing/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testing/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testing/covid-19-testing-site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ronavirus/what-to-do-if-you-have-confirmed-or-suspected-coronavirus-disease-covid-19/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0/07/Isolation-and-Quarantine-Whats-the-difference_1.pdf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Howlong
http://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testing/covid-19-testing-site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close-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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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검역 중 할 일 
격리 또는 검역해야 할 경우, 전문대학의 지정된 연락처에 알립니다. 그러면 격리 또는 검역 숙소를 준비하고 서비스(식사 제공, 청소, 세탁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격리 또는 검역 숙소에서 지내고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숙소에서 나가야 할 경우에는 항상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음식을 배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포장 음식을 수령하거나 의료 
예약을 한 경우 등 필수 이동 외에는 숙소에서 나와선 안 됩니다. 
이동해야 하는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합승 또는 택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격리 또는 검역 숙소에서: 
방에서 나가는 횟수 또는 다른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는 횟수도 제한합니다. 가능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거처로 방문객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본인만 사용할 특정 화장실을 정합니다. 다른 동거인 또는 기숙사의 다른 사람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공유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예: 문고리, 카운터, 변기, 수도꼭지, 키보드, 열쇠, TV 리모컨, 전화기)을 매일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지정된 방을 나가야 할 때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자주 최소 20초간 손을 씻거나 최소 알코올 함량이 60%인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준비하거나 공급해야 할 경우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개인 물품(예: 컵, 접시, 조리 기구, 수건, 침구)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품을 사용한 후에는 온수와 비누 또는 세정제로 씻습니다.  
귀하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양성 검사를 받은 경우, 양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 학교에 알리고 아픈 경우 취하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접촉 추적  

양성 검사를 받은 경우, VDH는 전화로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주가 접촉했는지 알아내고 접촉을 
알립니다. VDH 직원이 집에 머물(격리) 것을 요청합니다.  밀접 접촉으로 파악되었다면 VDH는 전화로 
추가 권장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보건부가 COVID-19 전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개인 및 의료 정보는 비공개로 보존되고 귀하의 허가 없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VDH 직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성 검사를 받으면 VDH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즉시 귀하의 접촉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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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index.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ronavirus/what-to-do-if-you-have-confirmed-or-suspected-coronavirus-disease-covid-19/#if-sick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0/04/VDH_Slow_Spread_COVID1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