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태 검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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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후 아직 온라인 건강 상태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1.

체온이 화씨 100.0도 이상, 지난 10일 이내에 새롭게 발현된 기침, 또는 미각이나 후각 상실, 숨가쁨 등의 COVID19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아니요.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증상의 발생 이후 COVID-19 진단 테스트(혈액검사 아님)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최소 24 시간 동안 증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상기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2.

지난 10 일 이내에, 귀하는 COVID-19 진단 테스트(혈액검사 아님)에서 양성으로 판정 받은 것이 귀하의 첫 번째
양성 결과 였습니까? 또는 지난 검사 날짜로부터 90 일 후에 받은 결과 였습니까? 1 10 일의 기간은 귀하가
테스트 결과를 받은 날 부터가 아니라 테스트를 받은 날부터 입니다.
 아니요.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3.

CDC 지침에 따라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고 생각됩니까? 또는 최근(지난 3 달
내) COVID-19 진단을 받고 지난 90 일 내 격리를 마쳤습니까? 2 CDC 지침에 따라 COVID-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고 고려되려면 2 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 종류들의 2 회 접종을 받은 후 반드시 2 주가 지났거나 1 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접종을 받은 후 2 주가 지났 어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고 할 수 없거나 지난 90 일 내 COVID-19 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예, 저는 접종을 완전히 마쳤거나 또는 COVID-19 진단을 받고 지난 90 일 내 자가 격리를 마쳤습니다.
직원/방문자는 질문 4 를 건너뛰고 건물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가 아는 한, 지난 10 일 이내에 COVID-19 진단을 받았던 사람 또는 COVID-19 증상이 있다고 말한 사람과
가깝게 접촉(24 시간 동안 최소 10 분 이상 6 피트 내)하였습니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갖추고 일했던
클리닉 직원은 이런 시나리오 상의 밀접 접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직원/방문자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건상 상태 검사는 전문적인 의료 자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든지 건강 상태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 검사 결과들은 시설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검토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권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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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 일을 계산 할 때 증상이 시작된 날부터 시작하거나 만약 증상이 없었다면, 양성 검사 날짜로부터 90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2

90 일을 계산 할 때 증상이 시작된 날부터 시작하거나 만약 증상이 없었다면, 양성 검사 날짜로부터 90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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