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airfaxCounty 
~ PUBLIC SCHOOLS 
~ ENGAGE • INSPIRE • THRIVE 

KOREAN 

건강 검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약정서 
자녀와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은 코로나 -19 건강 검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매일 자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녀가 코로나 -19 와 일치하는 증상으로 아프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 
이러한 약속은 본인의 가정에 있는 모든 학령기 자녀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 

본인은 가정에 있는 모든 학령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매일 자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약 자녀에게 다음 
증세가 있다면 자녀를 집에 머물도록 할 것에 동의합니다 : 

• 열이 나거나 오한이 있는 경우 (온도/열이 화씨 100.4 도 이상인 경우 ) 
• 다른건강상태로인한것이아닌새로운 기침 
• 피로감 (평소보다 더 심한 피로감 ) 
• 코가 막히거나 코가 흐름 
• 두통 
• 다른건강상태로인한것이아닌새로운 인후염 
• 다른건강상태로인한것이아닌새로운 오한 
• 다른건강상태로인한것이아닌또는 신체운동과같은특정 활동으로인한것이아닌 새로운 근육통 
• 새로운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또는 새롭게 시작된 입맛이 없거나 식욕 부진 
•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본인은 코로나 -19 건강 검사 질문지는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 (CDC) 의 요구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경될 수 
있으며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는 필요에 따라 건강 검사 질문지를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 
FCPS 는 필요한 변경 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며 본인은 현재의 요건에 따라 매일 건강 검사를 계속할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코로나 -19 의 징후가 있다면 ,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o 자녀가 코로나 -19 에 대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학교로 돌아가기 충분할 정도로 건강한 경우 또는 
o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녀를 진찰하였고 코로나 -19 의 증상이 아니라고 기록한 경우 또는 
o 다음이 모두 사실일 경우 : 1) 증상이시작된후 최소 10 일이 지남 ; 2) 해열제 복용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없음 ; 3) 증상이 호전되고 있음 . 

만약 자녀가 코로나 -19 로 진단되었다면 , 다음을 충족할 때까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o 자녀가 처음 증상을 보인 후 최소 10 일이 지났음 그리고 
o 자녀는 해열제 (예,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복용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없었음 그리고 
o 자녀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음 

자녀가 학교 시간 중에 아파서 가정으로 보내질 때마다 본인은 자녀의 평가 및 학교/어린이집 (아동돌봄 장소)으로의 
복귀 허가서 작성을 위해 자녀를 의사에게 데려갈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가족의 누군가가 코로나 -19 로 진단되었거나 자녀가 노출된 경우에는 자녀가 가족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노출된 
후 14 일 동안 집에 머무르게 할 것에 동의합니다 . 

*노출이란 24 시간 동안 코로나-19 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노출된 개인을 정의합니다 (예, 각 5 분씩 3 번, 총 15 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아프기 전 2 일부터, 또는 전혀 증상이 없었다면 양성 판정을 받기 2 일전부터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 가족의 누군가에게 위에 열거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 본인은 해당 가족원이 코로나 -19 에 대한 평가와 검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 해당 가족원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코로나 -19 로 진단받으면 , 자녀가 해당 가족원에게 마지막으로 노출된 후 
14 일 동안 집에 머물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 위에 설명한 지시 사항을 따를 것입니다 . 

자녀 이름 : 자녀의 생년월일 : 

학부모/보호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 날짜: 

10.28.20 개정본 
LS-Health- COVID19 Parent Guardi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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