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상태 검사 질문지 

 
 

 

T&I 32065 DOE 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 (Korean) 

모든 DOE 직원과 방문객, 가족들은 반드시 DOE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건강 상태 검사 질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건강상태 검사는 반드시 매일 도착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본 질문지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healthscreening.schools.nyc/.  시설에 출입 후 아직 온라인 

건강 상태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1. 지난 10 일 이내에, 체온이 화씨 100.0 도 이상, 새롭게 시작된 기침, 또는 미각이나 후각 상실, 숨가쁨 

등을 포함한 COVID-19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아니요.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증상의 발생 이후 COVID-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최소 

24 시간 동안 증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상기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2. 지난 10 일 이내에, 귀하는 타액이나 코, 후두를 통한(혈액 검사가 아닌) COVID-19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은 것이 귀하의 첫 번째 양성 결과 였습니까? 또는 전의 양성 결과로부터 90 일 후에 받은 결과 

였습니까? 
  

 아니요.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아는 한, 지난 14 일 이내에 COVID-19 검사 결과 처음으로 양성 반응을 보였거나 COVID-19 

증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과 가까이 접촉(6 피트 이내에서 최소 10분 정도)한 적이 있습니까?  

적절한 PPE 를 갖추고 일했던 클리닉 직원은 이런 시나리오 상의 밀접 접촉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4.  지난 14 일 동안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또는 버몬트, 또는 해외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 24 시간 내로 제가 뉴욕에 도착한 후 4 일 째 되는 날 COVID-19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24 시간 이후 저는 뉴욕에 도착하기 전 72 시간 내로 COVID-19 검사를 받았으며 

뉴욕에 도착하여 최소 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였으며 도착 후 4 일 째 되는 날 두 번째 

COVID-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상기 두 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권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020.11.17 

https://healthscreening.school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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