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가정 지침(LYFE, 3K, Pre-K 및 DECE-계약업체)
시나리오 1, 2, 3 으로 시작하여 자녀의 상황에 맞는 질문에 답을 하며 화살표를 따라 가십시오.

1

제 자녀는 COVID-19 테스트
결과 양성입니다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없었고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있을 경우, 11일차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앞으로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알림: 귀 자녀가 지난 90일 이내 COVID-19 확진을 받은 후 회복했다면, 이 양성 테스트 결과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귀 자녀는 증상이 없는 한 계속해서 등교할 수 있습니다.

2

제 자녀가 아픕니다.

학교에 알리고 자녀가 집에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아니요

제 자녀가 테스트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제 자녀는 보건 전문가가 테스트를 실시하여
랩으로 보냈습니다.

제 자녀는 테스트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자녀는 최소 24시간 차를 두고
2차례 나이에 적합한 가정용 테스트*
를 실시하였습니다.

랩에서 나온
테스트 결과
음성 (-).

랩에서 나온
테스트 결과
양성 (+).

두 테스트 모두 음성 (-).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없고,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있을 경우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10
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없고,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있을 경우 등교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테스트가
양성 (+).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앞으로 10일간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10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없었고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있을 경우,
11일차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귀 자녀가 최소 만 2세이며 교육청에서 지급한 가정용 신속 진단 키트를 학교에서 받았다면, 이 테스트를 사용하여 위에 안내된 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를 조기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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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2/1/25.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coronavirus를 참고 하십시오.

COVID-19 가정 지침(LYFE, 3K, Pre-K 및 DECE-계약업체)
시나리오 1, 2, 3 으로 시작하여 자녀의 상황에 맞는 질문에 답을 하며 화살표를 따라 가십시오.

3

제 자녀는 COVID-19에 노출되었습니다.

귀 자녀는 반드시 앞으로 최소 5일간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귀 자녀는 최소 만 2세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제 자녀가 테스트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5일차에 랩에서 나온
테스트 결과
음성 (-)
또는 4일차 및 5일차에
2차례 나이에 적합한 가정용
테스트 키트를 사용한 검사
결과 음성 (-).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없었고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고 있을 경우, 6일차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제 자녀는 테스트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5일차에 랩에서 나온
테스트 결과
양성 (+)
또는 4일차 및 5일차에
2차례 나이에 적합한 가정용
테스트 키트를 사용한 검사
결과 중 하나가 양성 (+).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앞으로 10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제 자녀가 테스트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노출된 날부터 10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5일차 보건 전문가가
실시하여 랩으로 보낸
테스트 결과
음성 (-).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없었고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고 있을 경우, 8일차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5일차 보건 전문가가
실시하여 랩으로 보낸
테스트 결과
양성 (+).

학교에 알리십시오.
귀 자녀는 반드시 앞으로
10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귀 자녀는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없었고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고 있을 경우,
11일차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알림: 귀 자녀가 지난 90일 이내 COVID-19 확진을 받은 후 회복했다면, 이 양성 테스트 결과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귀 자녀는 증상이
없는 한 계속해서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귀 자녀가 최소 만 2세이며 교육청에서 지급한 가정용 신속 진단 키트를 학교에서 받았다면, 이 테스트를 사용하여 위에 안내된 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를 조기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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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1/25/22.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coronavirus를 참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