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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학생 예방격리 (Quarantine) 면제 및 확인서 

이 양식은 자녀가 코로나 -19 양성 사례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될 때 마다 학부모 /법적 보호자가 작성하여 
자녀가 대면 학습 및/또는 대면 활동에 복귀하기 전에 자녀 학교의 행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 정보 

학생 이름 (성, 첫 이름 , 중간 이름 ): 

학생 번호 :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 :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전화번호 : 

지시 사항 

여러분의 자녀가 코로나 -19 양성 사례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후 예방격리 (quarantine) 면제를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 선택 가운데 자녀에게 해당되는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는 지난 90일 이내에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음 . 

자녀의 나이가 17세또는그미만인 경우 : 코로나 -19 양성 사례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기 

최소 14일 전에 2회에 걸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음 . 

자녀의 나이가 18세또는그이상인 경우 : 부스터샷 그리고 면역저하자들을 위한 추가의 
기본 접종을 포함하여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음 . 

자녀의 나이가 18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 지난 2개월 이내에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 백신을 접종하였거나 지난 5개월 이내에 화이자 (Pfizer) 또는 모더나 (Moderna) 
백신의 2차 접종을 받았음 . 

확인서 

본인의 자녀는 코로나 -19 양성 사례에 노출된 이후 , 예방격리 면제 자격을 받기 위해 위에 있는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고 증상이 없는 상태임을 본인은 확인합니다 . 만일 자녀가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호흡 곤란이나 숨이 가쁜 증세 ,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 두통, 새롭게생긴미각또는 후각상실 , 인후염 , 
콧물, 메스꺼움이나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 정의한 코로나 -19 증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보이면 , 본인은 자녀를 가정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을 검토하고 네모 칸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귀를 위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CDC 지침에 따라 본인의 자녀는 최소 예방격리 10일차후까지다른사람들과 있을때 얼굴에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시간 동안 및 자녀가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가능한 최대로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울 확인합니다 . 본인은 또한 본인의 자녀가 마스크 착용에 
관한 FCPS 지침을 준수할 것도 확인합니다 . 

학부모/법적 보호자 성명 (정자로 기입 ): 

학부모/법적 보호자 서명 : 날짜: 

OFFICE ONLY WHEN RETURNED 

Staff Signature/Title: 

Date: 

SS/SE-365 (2/22) Place this completed form in Student Cumulative Record Folder. 
LS-Health-Forms-SS S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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