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K – 12 학생 자가평가 도구
등교 전 완료해주십시오.

이름:	 	 	 	 	 	 																				날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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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힘 또는 콧물 두통

1. 다음 중 학생에게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된 증상이 있습니까?

미각 또는 후각 상실열 >37.8°C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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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자가격리
하십시오

검사를 받으
십시오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2. 가족 중 위의 증세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3. 가족 중 지난 14일 내에 외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4. 가족 중 COVID-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라고 통보받거나 집에서 자가격
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2021년	2월	23일 업데이트

*자녀의 증상이 의사가 진단한 기존 질병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예’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단,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과 다르거나,	악
화되는 경우에는	‘예’라고 기입합니다.	자녀의 증상이 평소와 다른지 잘 살펴보십시오.

2, 3, 4번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집에서 

자가격리하십시오
공중보건국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
토, 설사

인후염 또는 
삼키는 것이 어려움

몸살, 근육통,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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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귀하의 자녀는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날부터	10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
야 합니다.

•	 10일 이후에는 증상이 개선되고 있다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은	14일간 집
에 있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 결과	COVID-19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면 자녀는 증상이 개선된	
지	24시간 후부터 등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 구성원은 학교에 갈 수 있
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음

•	 자녀의 학교에	COVID-19	양성 판정
이 나왔음을 알리십시오.

•	 귀하의 자녀는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
터	10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
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및 밀접 접촉자 역시 최
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토론토 공중보건국에서 연락하여 조
사를 실시하고 추가 지시를 안내할	
것입니다.

양성

•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한지	24시
간이 지난 후에는 등교할 수 있습
니다.

•	 형제자매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다면 바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는 성인은 증상이 나타
나지 않는다면 바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음성

아니요

•	 학교에 연락해 자녀에게 증상이 있음을 알리십시오.
•	 귀하의 자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에 다니는 모든 가족 구성원 역시 해당 아동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검사
를 받게 하십시오.

•	 양성일 경우,	자녀의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십시오.	토론토 공중보
건국이 추가 지시를 안내할 것입니다.

•	 음성일 경우,	그래도 여전히 귀하의 자녀는 확진자에 마지막으로 노
출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가정 내 다른	
아동 역시 밀접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마치는 날까지 자가격리를 해
야 합니다.

•	 자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역시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TORONTO.CA/COVID19

가족 중 지난	14일 이내에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해당인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
람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칠 때까지 학교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 모두 역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필수 업무(예:	트럭 운전사,	파일
럿)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행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 역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1개 이상의 COVID-19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자녀가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의 COVID-19 검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