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코비드 - 기대치
얼굴 가리개, 손 씻기, 증상 검사, 거리두기, 그리고 좋은 환기처럼 예방 효과가 크게 코비드의 확산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지만, 위험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모여 있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위험이 전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에 확진 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들은 학생들, 학부모나 직원들은 겁이 덜컥 날것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직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와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만일 학교에서 확진 건이 있다면 …


스노호미시 보건당국에서는 학교나 탁아소에 코비드에 대응하도록 준비된 팀이 있음. 질병
조사관은 양성반응을 보인 자와 학교와 탁아소와 협력해서 일하는 팀과 접촉함.



그 건의 근접자들이 보건당국에 안전한 포털을 통해 알아내고 제공될 것임. 훈련된 접촉
추적인들은 확진 자들에게 연락할 것임.



근접 자 = 전염된 자와 6 피트이내에 15 분가량 있었던 자.



보건당국 직원에 의해 전화로 직접 연락이 된 근접자들.



만일 귀하가 보건 당국에 의해 연락 받지 않았거나, 만일 귀하의 가정에서 아무도 아프거나
근접자로 판명이 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아동은 방역이나 격리가 필요치 않음.

만일 아동이 아프지만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증상이 약하더라도, 집에 있어야함. 증상은 기침, 목 아픔, 고열, 오한, 피곤,
매스꺼움, 설사, 구토나, 미 후각 상실을 포함. 한가지 증세만으로도 충분히 집에 있어야 함.



학교에서 증세가 있는 학생은 집에 조퇴하여야 함. 누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다른 아동들과
거리를 둘 것.



보건당국에서는 증세가 있는 자는 건짐을 받기를 권장함.

만일 아동이 확진 건의 근접 자이면…


보건당국 명령은 근접자는 방역을 요함. 방역기간은 최근 접촉에서부터 14 일 임. 근접한 자는
아무도 그 기간동안 학교나 탁아소에 있으면 안됨.



근접자의 가사에 있는 다른 이들도 방역해야 하며 증세를 탐지 해야함.



만일 학교 책임자가 근접자가 방역기간 중 등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학부모나 보호자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별도의 반에 격리해야 함.

질병이나 노출 후 복학을 위한 시간선*
 부정반을 결과와 비 근접 자: 적어도 24 시간 동안 증세가 호전되거나
열이 가라앉으면.
 확진 건의 근접 자: 14 일간 방역 전기간동안 증상이나 검사 결과는
상관없이 집에 있을 것.
 증세는 있지만 검사는 받지 않음: 증세 후 적어도 열흘간 집에
거주하고 열이 사라지고 증상이 호전된 후 적어도 24 시간동안.
*이 시간선은 학생들과 직원에게 해당됨. 이싯점에서, 학생과 직원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는 복학에 부적합함.

사적보호를 위한 비고


귀하의 학교나 보건당국에서 코비드-19 에 양성 반응을 보인 학생이나 직원의 이름을 누설할
것을 기대하지 말 것. 이것은 건강 보험 양도와 책임의 법 하에 보호된 개인적 건강 정보임.



보건 당국과 학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접촉 추적자는 사적 요건에 준하도록 요함. 답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타인의 건강
정보는 발설치 못함.



만일 귀하가 개인적인 연줄을 통해 코비드에 걸린 사람을 알게 된 경우는, 공공연히 정보를
나누지 말 것. 아픈 학생이나 직원을 공공장소에서 알아내는 것이 질병 조절 노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코비드-19 에 대한 최신정보를 알려면: www.snohd.org/covid
시간이 가면서 정확한 시간과 안내가 바뀔 수 있음. 이 서류는 2020 년 10 월 16 일에 창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