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DSB COVID-19 학생 선별검사 점검표
매일 등교 전에 작성
1. 학생 또는 가족의 일원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까?
 발열(체온 섭씨 37.8도 –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울 정도)
 새로 생겼거나 악화된 기침(평소보다 심하고 지속적인 기침)
 숨참(숨이 차고 심호흡을 할 수 없음)
 해당 없음
2. 학생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까?
 개기침(숨쉴 때 끽끽거리는 소리 또는 휘파람 소리가 남)
 오한
 목아픔 또는 삼킴곤란
 콧물 및 코막힘(계절성 알레르기 또는 기타 알려진 원인/문제와 무관)
 미각 또는 후각 상실
 평소와 다르거나 오래 지속하는 두통
 구역/구토,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 문제(알려진 원인/문제와 무관)
 평소에 없는 극심한 피로(피로감, 무기력)
 자주 쓰러짐
 평소에 없거나 오래 지속하는 근육통
 결막염(토끼눈)
 소아 및 유아 – 불활발 또는 식욕부진
 해당 없음
3. 학생이 지난 14 일 이내에 캐나다 국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4. 학생이 COVID-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5. 지난 14 일 이내에 학생이 새로 생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또는 최근에 캐나다 국외
여행을 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요’일 경우, 해당 학생은 선별검사를 통과한 것이며 오늘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일과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별검사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답이 ‘예’일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은 선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서 등교할 수 없으며,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 905-974-9848) 또는 가정의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결석
신고를 하십시오. 해당 학생이 COVID-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동안의 유용한 리마인더









비누와 물로 손을 20 초 이상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2 미터 이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4-12 학년생은 마스크 또는 얼굴가리개를 써야 합니다(학교장이 허용할 경우 제외)
유치원-3 학년생은 되도록 마스크 또는 얼굴가리개를 쓰도록 권장합니다
기침 및 재채기는 손에 대고 하지 말고 옷소매에 대고 하십시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교직원에게 알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