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보육 및 주간 캠프 학부모를 위한 VDH 순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COVID-19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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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COVID-19 백신 상태?
최신 백신을 맞았거나*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됨

최신 백신 미완료*

COVID-19 증상이 있습니까?

COVID-19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증상이 없지만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경우 COVID-19 검사를 하십시오

증상이 없지만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아니요
COVID-19에 대한 노출(밀접 접촉)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격리 없음.§
학교 등교.

요점:

격리 없음.§
학교 등교.

양성 검사 또는 검사 받지 않음
5일 동안 집에서 격리하고
다른 조언을 따르십시오.
학생은 증상이 호전되고
발열이 없으면 6일차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6-10일차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만 2세
미만 어린이 포함), 복귀하기
위해서는 6일차 또는 그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 검사

예

아니요
COVID-19에 대한 노출(밀접 접촉)을
알고 있었습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고 진단에
따라 관리하십시오.

예
격리 없음.§ 노출이 확인된 후 가능한 한
빨리 COVID-19 검사를 권장하고 노출
후 3-5일차 사이에 다시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10일차까지 마스크 착용을
고려합니다.

아니요
격리 없음.§
학교 등교.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집에서 머무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양성일 경우 집에서 격리하고 다른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최신 상태란 기본 백신 시리즈의 모든 용량과 해당할 경우 권장되는 모든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격리란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5일 동안(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양성 반응일 때)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0일차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날짜입니다(증상이 없는 경우). 10일 내내 다른 사람 주변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십시오. 만 2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어린이는 6일차 또는 그 이후에 음성 검사를 받아 복귀하거나 10일차까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 격리란 COVID-19에 걸린 사람에게 노출된 후 최소 5일 동안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고 집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0일차는 마지막 노출일입니다. 이러한 설정의 학생이나 교직원은 무증상인 경우 격리를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 2세 이상의 경우, 가능하다면 Test to Stay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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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 요약

2022년 7월 8일: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제목에 "주간 캠프(Day Camp)" 추가

• 이러한 설정에서 COVID-19 백신 최신 접종 상태가 아니며 지난 6개월 동안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노출자에 대해 격리가 권장된다는 권고가 삭제되었습니다.

• COVID-19 백신 최신 접종 상태가 아니며 지난 6개월 동안 COVID-19에 감염되지 않았던 노출자에게 권장 사항을 추가했으며, 노출이 확인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3~5일차
사이에 다시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10일차까지 마스크 착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할 경우(만 2세 미만 어린이 포함) 복귀하려면 6일차 또는 그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권장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격리할 필요가 없더라도 5일차에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10일 내내 다른 사람 주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삭제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COVID-19 예방 접종에 대한 "최신"의 정의에 대한 CDC 지침에 대한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각주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이 삭제되었습니다.

• COVID-19 기본 백신 시리즈를 완료했지만 아직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2-17세 학생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삭제되었습니다. 기본 백신 시리즈를 완료했지만
부스터 백신 접종 받지 않은 만 5-11세 학생은 2022-2023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현재로서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 COVID-19 감염 후 회복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은 COVID-19에 걸린 개인과 밀접 접촉 후에도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COVID-19 증상에 대한 CDC 지침에 링크되는 "COVID-19 증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만 2세 미만 어린이는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디자인이 업데이트되었지만,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1일: CDC의 업데이트된 아동 보호 시설에 대한 격리 및 방역 지침에 따라 아동 보호 시설을 포함하도록 문서 제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연령(만 2세 이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CDC 마스크 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