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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학교를 위한 COVID-19 밀접 접촉 통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밀접 접촉자 성명)     (학교명) 

귀하께서는 본교에서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승인된 백신(아래 참조) 접종을 완료하셨다면 예방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항상 잘 맞는 마스크를 쓰세요. 5일 차에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최근 승인된 백신(아래 참조)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세요.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5일 동안 집에 머무세요.

 추가 5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항상 잘 맞는 마스크를 쓰세요.

아래 사항을 지키세요. 

 예방격리 중에는 가능한 한 집에 있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예: 분리된 침실, 욕실,

함께 식사하지 않음) 마스크를 쓰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5일 차에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최근 승인된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기본 접종 시리즈를 완료했습니다.

o Pfizer-BioNTech 또는 Moderna와 같은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 경과,

또는 Johnson & Johnson’s Janssen 백신과 같은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

경과 시 기본 접종이 완료됩니다.

 다음과 같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일 경우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o 18세 이상은 Pfizer-BioNTech 또는 Moderna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 J&J 백신

1차 접종 후 2개월 경과 시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12-17세는 Pfizer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 시 Pfizer-BioNTech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 권고안 
 COVID-19 검사 받기 

o 검사소 확인: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testing-locations/

 건강 상태 확인하기

o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o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

o 의료 응급 상황의 경우, 911에 전화해 COVID-19에 노출된 사실을 구급대원에게

알리세요.

 예방격리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files/2022/01/Home-Isolation-and-

Quarantine-Guidance-for-Schools.pdf를 참조하세요.

 K-12 학교를 위한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resources/school-guidance/에 접속하거나,

하와이 주 보건부(Hawai`i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808) 586-8332번으로 전화하세요.

COVID-19 Close Contact Notification for K-12 Schools - Korea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testing-locations/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files/2022/01/Home-Isolation-and-Quarantine-Guidance-for-Schools.pdf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files/2022/01/Home-Isolation-and-Quarantine-Guidance-for-Schools.pdf
https://health.hawaii.gov/coronavirusdisease2019/resources/school-gui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