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마스크 지침
CDC(질병관리센터) 및 워싱턴주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킹 카운티는 16세 이상의 킹
카운티 주민 70%가 백신 시리즈를 마쳐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지역 마스크 지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백신 접종률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와 동시에, 12세 미만의
아동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킹 카운티의 3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COVID-19 감염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다른 사람들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은 학교
및 보육 시설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있는 다른 공공 실내
환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 보호자 및 가족들이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대상인 경우 백신 접종을 받으세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실천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모두 함께
외출할 때 자녀들을
지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설명해주세요.
어린 아 이 들 은
더 나이가 많은
아동들과 주변의 어 른 들 이
더 이상 마 스 크 를
착용하지 않아 도 되 는 데 ,
왜 본인 들 은 계 속
마스크를 착용해 야 하 는 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 습 니 다 .
상황이 나아지 고 있 지 만
모두를 위한 백 신 이 나 올
때까지는 마스크가 아 이 들 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 줄 거 라 고
알려주세요.

활동 유형 및 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위험수위를 평가하세요.

가능하다면 실외를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의 위험 감수 성향은 다릅니다.

COVID-19의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또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실내 환경에 있을 때의 지역
감염 위험과 영향,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
및 일관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가능성과

확산 위험은
실내에 비해
실외가
훨씬 낮습니다.

실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라, 다양한 모임이나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위험수위 평가 및 건강 이력에 바탕을 둔 편안함의 수준(comfort level)에 대해 직계 및 다른
가족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정해진 규칙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식료품점 등에서 용무를 볼 때 아동 및 성인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친구들과 야외에서 놀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은 공공
놀이터 및 실내에서 놀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을 포함한 소규모의 선정된 친구 그룹과 있을 때는 실내
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종종 소규모 그룹 모임(a pod)으로
간주됨).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세요: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vid19/languages/korean/vaccine/youth.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