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C: 일간 건강 점검의 예 

다음은 그날그날 학교에 등교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간 건강 점검의 예입니다. 

일간 건강 점검 

1. 주요 병증*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요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십시오 

 발열 예 아니요 

오한 예 아니요 

새로 생긴 기침, 또는 만성적 기침의 악화 예 아니요 

숨참 예 아니요 

후각 또는 미각 상실 예 아니요 

설사 예 아니요 

구역 및 구토 예 아니요 

2. 해외 여행 지난 14일 이내에 캐나다 국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3. 확인된 접촉자 귀하는 COVID-19 확진자와의 접촉이 확인된 

접촉자입니까? 

예 아니요 

 

‘주요 병증’에 속한 증상(발열 제외) 중 어느 하나에라도 답이 ‘예’일 경우, 증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될 경우,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검진을 받으십시오. 

‘주요 병증’에 속한 증상(발열 제외) 중 두 가지 이상에 대하여 답이 ‘예’이거나 발열이 있을 경우, 검진을 

받으십시오. 검진에는 8-1-1로 전화하기 또는 1차 진료자(의사, 전문간호사 등)가 포함됩니다. 검진이 

필요할 경우, COVID-19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다시 학교에 등교할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COVID-19 검사가 권고될 경우: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끝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일입니다.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보건소에서 연락합니다. 

 COVID-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증상이 호전되고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병이 생기지 않는 한 재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COVID-19 검사가 권고되지만 본인이 검사를 거부하여 받지 않았거나 검진이 권고되지만 받지 

않았고, 증상이 이전에 진단된 특정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것일 경우, 증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COVID-19 검사가 권고되지 않을 경우, 증상이 호전되고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COVID-19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가 

권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또는 3에 대한 답이 ‘예’일 경우, COVID-19 자가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의 COVID-19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건강 상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서(의사 확인서 등)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c.thrive.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