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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 필기 시험을 위한 COVID-19 safe 계획
이 정보는 학생들이 HSC 시험을 치를 때 시행되는 COVID-19 safe 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들 선별 검사
•

몸이 좋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참가하면 안됩니다.

•

시험장에 도착하면 학생들은 독감 같은 증상이 있는지 혹은 NSW Health의 지시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독감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나 몸이 좋지 않다고 알리는 학생들은 귀가해서
COVID-19 검사를 받도록 요청될 것입니다.

•

COVID-19와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병력이나 확인된 질환을 가진 학생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담당 의사 (GP)와 상의해야 합니다. GP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 학생에게 해당 증상은 특이사항이 아님).

독감 같은 증상들

독감 같은 증상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이 있습니다.
COVID-19의 증상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NSW Health websi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독감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즉시 귀가하여 COVID-19 음성 결과를 받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COVID-19 검사 결과
HSC 학생들은COVID-19 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검사 결과를 위해 해야할 일:
•

검사를 받을 때 HSC 학생이라 말합니다.

•

검사를 실시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의뢰서에 ‘urgent – HSC’라고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합니다.

•

학교에 음성 결과를 제출합니다.

•

36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클리닉에서 제공한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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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위험 최소화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손을 씻거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티슈는 시험이 끝난 후에 버립니다.

•

시험일에는 다른 학생들과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

모든 시험장에서 이용가능한 위생 용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세정제
◦◦ 물티슈

•

원하는 경우 학생들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책상을 닦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전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

시험을 치르는 교실들은 매일 청소될 것입니다.

시험장 도착 및 출석 확인 조치
•

학생들은 시험 시작 전 20분 이내에 도착한 후 지정된 시험 교실에 가서 선별 검사 및
출석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시험 참가 확인을 위해 출석 용지에 서명하도록 요청될 것이며, 자신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독감 같은 증상들이 없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대체 시험 장소
계획된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학교는 대체 시험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대체 시험장에 대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의
개인 시험 시간표와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예비책에 불과하며 학교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 계획된 시험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었다면, 예비로 마련된 대체 시험장에 출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COVID-19 확진자
시험 기간 중에 NSW Health에서 해당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OVID-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알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혼란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 학교는 학생 개인 시간표에 표시된 대체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귀하에게
알리거나, 시험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사고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선별 검사 과정을 통해 귀가 조치된 학생은 질병/사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가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전화 통역사 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교장에게 전화하십시오. 문의사항을 도와줄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 통역사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귀하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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