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2020 년 2 월 6 일 업데이트 

FCPS 는 Fairfax 카운티 보건국 (FCHD) 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건강 
관련 위기와 이러한 위기가 우리 지역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Fairfax 카운티, 버지니아주 또는 미국의 수도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민이 가질 위험은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Fairfax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사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업데이트된 인쇄물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CDC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irfax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연방정부 , 주, 지역의 공중 보건 및 안전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 FCPS 는 공중 보건 권장 사항을 실행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Fairfax 보건국과 계속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에 대해 
빈번하게 문의 되는 질문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에 관한 최근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FCPS 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Fairfax 카운티 보건국 (FCHD) 과 협력하여 FCPS 는 중국에서 발생한 건강 관련 위기와 
이러한 위기가 우리 지역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 현재 
Fairfax 카운티, 버지니아주 또는 미국 수도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에 따르면 , 현재 미국 국민이 가질 
위험은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FCPS 는 우리 학교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 지침을 제공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Fairfax 
보건국과 계속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 

2. 나의 자녀 또는 자녀 학교의 누군가가 최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이나 교직원은 반드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 ? 

FCPS 는 Fairfax 카운티 보건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중 보건 당국으로부터 
업데이트된 지침을 따르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 여행자들을 위한 공중 보건 권고 사항이 
최근 변경되었으며 지침은 여행을 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LS-Health-Coronavirus Q and A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coronavirus.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 중국에 다녀왔고 열 , 기침, 호흡 곤란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에 
머물러야 하며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Fairfax 카운티 보건국에 연락해야 함 . 

• 14 일 이상 전에 중국에서 돌아온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교 출석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새로운 여행 제한을 시행한 2 월 2 일 저녁 이전에 중국에서 돌아와 미국에 도착한 
사람은 학교 출석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2 월 2 일 저녁 이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제한의 대상이 됨 . 우한을 포함하여 후베이성을 여행하였던 사람들은 14 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를 받게 됨 . 중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기록을 가진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가 격리하고 보건국의 능동감시를 받음 . 이러한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여행 
후 14 일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음 . 이러한 새로운 제한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한 것임 . 

3. 우리 가족은 2 월 2 일 이후에 중국을 다녀왔으며 자녀는 보건국의 능동 감시를 받으며 
14 일 동안 자가격리되어야 합니다 .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이러한 경우 , 학부모나 보호자는 즉시 자녀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해야 하며 결석 
기간 동안 학교와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 

4. 우리 가족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으며 새로운 제한이 시행된 2 월 2 일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한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중 보건 지침은 2 월 2 일 이전에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CPS 는 일부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여행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집에 머물도록 선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 가족이 자녀를 집에 
머물도록 선택하였다면 , 즉시 자녀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염려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결석 기간 동안 학교와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한국, 태국, 기타 다른 나라를 여행한 
학생들이나 교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학교에 출석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여행 제한은 없으며 학생들이나 교직원에 대한 학교 출석 제한도 
없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수는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 



        
    

          
          
     

 

         
     

            
         

       
           

      

             
    

           
        

           
 

          
             
           

   

             
         

  

            
          

          
            
           

6.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원이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학교에 출석할 수 있는지요? 

학생이나 교직원이 중국을 여행하지 않았고 , 지난 14 일 이내에 중국에서 돌아온 그들의 
가족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 (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 )가 없다면 , 학생이나 
교직원의 학교 출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7. FCPS 는 중국을 여행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능동감시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학교 출석을 허용할 것인지요? 

FCPS 는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이 강화된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0 년 2 월 2 일부터); 그러나, FCPS 는 
해외여행을 한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검진하거나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FCPS 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Fairfax 
카운티 보건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 

8. 나의 자녀가 위험에 처해있는지요 ?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에 따르면 , 일반적으로 학생들과 미국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낮다고 간주됩니다 . 구체적인 질문들은 Fairfax 카운티 
보건국의 전염병 담당 간호사에게 업무 시간 중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는 
703-267-3511 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과 같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많은 바이러스가 흔히 발생합니다 . 
감기, 독감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예방 조치에는 올바른 호흡기 
에티켓과 손 위생이 포함됩니다 : 기침 및 재채기를 할 때 가리기 , 자주 손 씻기 , 아플 
때에는 가정에 머무르기 . 

9. 우리는 FCPS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중국 여행을 계획하거나 중국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FCPS 학교들을 방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어떻게 이들을 
감독하는지요 ? 

FCPS 규정 3325 (단기 학생 방문 )은 단기 학생 방문을 계획할 때 교장 선생님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이 과정의 일부로 위험 관리 사무처와 ESOL (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서비스 사무처는 계획된 여행 및 방문을 감독합니다 .  FCPS 는 현재 중국을 오가는 
해외 방문 계획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모든 여행을 피하도록 중국 여행에 

tel:7032673511
https://go.boarddocs.com/vsba/fairfax/Board.nsf/files/ANLSSH6F32AB/$file/R3325.1.pdf


          
          

           

         

            
           
      

대한 경보를 공표하였습니다 . FCPS 의 최우선 순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며 FCPS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방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10. 궁금한 점이 있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요? 

자녀의 학교 출석에 관한 질문은 학교로 직접 연락하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증상에 대한 또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부모나 보호자의 질문은 Fairfax 카운티 보건국의 전염병 담당 간호사에게 업무 
시간 중에 직접 연락하도록 권장합니다 . 전화번호는 703-267-3511 입니다 . 

tel:7032673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