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증상 의사 결정 트리
저위험: 일반 증상

고위험: 위험 신호 증상

발열(≥38°C)

인후염

기침

코막힘/콧물

두통

호흡 곤란

?
피로/근육통 또는
몸살

메스꺼움/구토/설사

미각/후각 상실

COVID-19 양성인 사람과 접촉하셨습니까?
마스크 착용과 무관하게, 24시간 이내에 15분 이상 동안 COVID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사람과 1.8 미터 이내(실내 또는 실외)에 있었는지 여부
정지

아니오

1 저위험 증상

귀가 조치

발열 없이 24시간 경과 및
증상 호전 후 등교

귀가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평가 고려

정지

≥2저위험 증상
또는 1 고위험 증상

1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증상에 대한 대체
진단을 내림.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함. 인증된 SARS-CoV-2 PCR
이나 항원 확진 검사 불필요

발열 없이 24시간 경과 및 증상 호전 후 등교

2

인증된 SARS-CoV-2 PCR이나 항원
확진 검사에서 음성 결과

발열 없이 24시간 경과 및 증상 호전 후 등교

3

인증된 SARS-CoV-2 PCR이나 항원
확진 검사에서 양성 결과 또는 제공자
진찰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양성인 학생은 다음의 경우 격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양성 판정(증상이 없는 경우) 이후
최소 5일 경과 및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이 내린이 후 최소
24시간 경과 및
•미각/후각 상실을 제외한 여타 증상의 호전 및
•증상 발생/양성 판정(증상이 없는
경우)으로부터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COVID-19 검사*에서 음성

*항원 검사 권장

예

(마스크 착용과 무관하게, 24시간 이내에 15분 이상 동안 1.8 미터 이내에 있었던 경우)
백신 접종 유효 상태(Vaccine Status Up to Date)** 또는 90일 이내에 COVID 이력이 있는 경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booster-shot.html?s_cid=11706:cdc%20covid%
20booster:sem.ga:p:RG:GM:gen:PTN:FY22
1

증상 있음***
• ***≥2 저위험 증상 2가지 이상 또는
1 고위험 증상 1가지

•저위험 증상 1가지인 경우 24시간 경과및 증상
완화 및 이미 진행 중인 완화된 격리 완료 시
등교할 수 있음

2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5일 동안 격리.
•음성 판정*을 받으면 마지막 접촉 이후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등교할 수 있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동안 격리해야 함.
•등교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 일
동안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격리하지 않음.
•14일째까지 증상 관찰 계속.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동안 격리해야 함.
•검증된 마스크 착용 프로토콜을 준수.

증상 없음

*항원 검사 권장

백신 접종 유효 상태가 아님(Vaccine Status Not Up to Dat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booster-shot.html?s_cid=11706:cdc%20covid%20
booster:sem.ga:p:RG:GM:gen:PTN:FY22

1

감염자와 접촉자 모두 얼굴을 가림(밀착시켜 올 바르게
사용)
1

증상 없음

2

증상*** 발현
• ***≥2 저위험 증상 2가지 이상
또는
1 고위험 증상 1가지

• 저위험 증상 1가지인 경우 24시간
경과 및 증상 완화 및 이미 진행 중인
완화된 격리 완료 시 등교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학교에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10일째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음성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10일
동안 격리해야 함.
•마지막 접촉 이후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6일째에 교과외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 접촉 이후
11일째 또는 그 이후에 교과외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음.

*항원 검사 권장

2

감염자나 접촉자 중 한 명이
얼굴을 가리지 않음
다음과 같은 경우 자가 격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증상 있음***
• ***≥2 저위험 증상 2가지 이상
또는
1 고위험 증상 1가지

• 저위험 증상 1가지인 경우 24시간
경과 및 증상 완화 및 이미 진행 중인
단축된 격리 완료 시 등교할 수 있음

2

*항원 검사 권장

증상 없음***

•증상 발생 후 최소 5일 경과 및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이 내린 이후
최소 24시간 경과 및
•미각/후각 상실을 제외한 여타 증상의 호전
및
•증상 발생으로부터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COVID-19 검사*에서 음성.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증상
발생으로부터 10일 동안 격리가 필요함.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후, 5일 이후(6일째)에
등교할 수 있음.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10일째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동안 재택.
•마지막 접촉 이후 5일째 또는 그 이후(6
일째)에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6일째에
교과외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11일째 또는 그 이후에 교과외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음.

이 관리 경로는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임상의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특정 상태에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단 및 치료는 학교 간호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의 면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지침은 현재 근거와 발행 당시
최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질병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2022년 1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