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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위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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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County
PUBLIC SCHOOLS

1단계: FCPS가 제공한 링크를 클릭할 것.

ENGAGE • INSPIRE • THRIVE

2단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만들 것.
비밀번호는 반드시 8개의 문자로 이루어져야 함: 하나의 대문자, 하나의 숫자, 하나의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기호 (#, @, !, $, %,
등등)가 포함되어야 함.
3단계: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것. FCPS는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송할 것임. FCPS에서 온 이메일을
검색한 뒤 이메일을 열어볼 것. “Confirmation (확인)”이라는 단어를 클릭할 것.
4단계: 등록 절차를 시작하려면, 다음 페이지에서 “Enter (입력)”라는 단어를 클릭할 것.
5단계: 자녀의 학생 번호,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이름과 성,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입력할 것. “Continue (계속)”를 클릭할 것.
6단계:
•
•
•
•
•
•
•
•
•
•

학생의 정보를 입력할 것:
이름
성
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인종
민족
운동선수인 경우, 동그라미를 클릭
참여하는 모든 운동을 선택

7단계: 보험 소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클릭할 것: “Yes (예) – No (아니오) – Decline to Provide (답변 제공 거부)”.
8단계:
•
•
•
•
•

(해당되는 경우) 보험 정보를 입력한 후 “Continue (계속)”를 선택할 것.
보험 주 가입자의 성명
보험 회사 이름
보험 아이디/정책 번호
보험 그룹 번호
보험 주 가입자의 생년월일

9단계: 보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입력할 것. 사회 보장 번호 제공을 거부하려면,
아래 네모 칸을 클릭한 뒤 “Continue (계속)”를 클릭할 것.
10단계: 자녀가 코로나-19 백신을 몇 회 접종하였는지 묻는 네모 칸을 클릭할 것. 네모 칸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접종받은 횟수를
선택하고 접종받은 날짜(들을)를 입력할 것. “Continue (계속)”를 클릭할 것.
(알림: 여기에 입력된 예방접종 정보는 FCPS 학생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지 않음.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예방접종
정보를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직접 공유해야 함. 이러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기 바람.)
11단계: 다음 진술 옆에 있는 네모 칸을 클릭할 것: “아래 서명한 본인은 코로나-19 검사 목적, 절차, 가능한 이점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며 이 사전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서명하기 전에 질문할 기회가 있었으며 언제든지 추가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은 자녀가 이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12단계: 다음 진술 옆에 있는 네모 칸을 클릭할 것: “위의 허가서에 설명된 대로 본인은 본인의 개인 건강정보 (PHI) 공개에
동의합니다”.
13단계: “Click Here to Sign (서명을 위해 여기를 클릭)”을 클릭할 것.
14단계: 작은 네모 칸에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이름을 정자로 입력하고, 조금 더 큰 네모 칸에 손가락으로 서명을 한 뒤 “Save
(저장)”를 선택할 것.
15단계: 추가의 자녀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Add Child (자녀 추가)”를 클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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