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완전 접종자 지침
Y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났을 때 백신 완전 접종자로 간주합니다.

2회�접종�백신: 두 번째 주사 후 2주(완전한 면역 효과를 얻는 데 2회 접종이 모두 필요함).
1회�접종�백신: 주사 후 2주(완전한 면역 효과를 얻는 데 1회 접종만 필요함).

더 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기존의 예방 조치를 지속해서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완료�후:

병에 걸릴 염려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은 다른
사람과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도,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저위험군 사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경우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드물게 발생함), 격리하거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많은�사람이�백신을�접종받을�때까지�다른�사람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방법:

6피트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중증 질환에 걸릴 수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

있는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유지하세요.

유지하세요.

대규모 군중 또는 모임을 피하세요. 주변에

코로나 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 입원,

최대한 멀리 떨어져 물리적 거리두기를

발생하지만,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난 분은 검사를

많은 사람이 있다면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지하세요.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드물게
받아야 합니다.

FOR
YOUR SAFETY
AND OURS

MASKS
REQUIRED

Fever

Cough

Decrease in sense of smell or taste

Sore throat

(temperature of 100.4°F or 38°C or higher
or feeling feverish)

Shortness of breath

Muscle aches and pains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please use
our takeout or delivery services instead of
dining in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or are a person at high-risk. Thank you.
People at high-risk include: those 65 years and older, those who live in senior living facilities, those of any age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such as chronic lung disease, asthma, heart conditions, severe obesity, chronic kidney disease, liver disease, or are
immunocompromised (undergoing cancer treatment, have had a bone marrow or organ transplant, have immune deficiencies, people
living with HIV or AIDS, those who smoke, and those who have used medicines for long periods of time, such as corticosteroids or
other medicines known to weaken the immune system).

for your safety and ours

기업과 고용주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예방 조치를

준수하세요.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 직원이나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CDC 지침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html)에 따라 수정됨

여행 시, 반드시 여행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