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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 및 캠프 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코로나 19 권고 사항 

                  마스크  

• APH(오스틴 공중 보건 보건 기구)에서는 코로나 19 고위험 단계인 경우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 및 캠프 시 2 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고위험 단계가 아닌 경우 사람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PH 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접종 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 

o 어린이가 면역 부전증이거나 코로나 19 중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경우 

o 가정 내 다른 가족 맴버가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증상이 있고 양성 결과가 나오거나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0 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는 안 됩니다. 

• 어린이의 마스크는 딱 맞고 편안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 

• 모든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19 감염자와 마지막 접촉 이후 10 일 동안 

가정 및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권고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및 완료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19 백신 최신 권장 완료가 아니거나 

코로나 19 백신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최근 90 일 이내 

코로나 19 에 걸리지 않은 경우 자택 격리해야 합니다. 

o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낮잠을 자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5 일 간 격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 일 간 격리합니다. 

     검사  

•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최소 

5 일이 지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권고는 증상이 없거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밀접 접촉자는 최근 90 일 이내에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경우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코로나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권고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전에 코로나 19 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코로나 19 양성 반응 또는 코로나와 같은 증상  

• 어린이가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택 격리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어린이는 최소 10 일 동안 자택 격리해야 합니다. 이 권고는 텍사스주 보건부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 권고는 증상이 있거나 없는 어린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복귀하려면 어린이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최소 24 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하며 다른 증상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 증상이 있거나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의 경우 자택 및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10 일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권고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전에 코로나 19 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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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stintexas.gov/page/covid-19-risk-based-guidelin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about-face-covering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s_cid=11748:+up%20+to%20+date%20+covid%20+vaccine:sem.b:p:RG:GM:gen:PTN:FY22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determine-close-contacts.html
https://www.dshs.state.tx.us/IDCU/health/schools_childcare/School-Health.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