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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정보 

코비드-19 알버타 헬스 일일 체크리스트 

(18세 미만 어린이용) 
 

 

개요 

이 체크리스트는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유치원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들은 학교, 보육 시설 또는 기타 활동에 가기 전에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매일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선별 검사 도구를 작성하는 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선별 검사 질문: 
1.  어린이가 지난 14일 동안 캐나다 외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어린이가 “예”라고 답한 경우: 
• 어린이는 노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에게 증상이 발현된 경우, AHS 온라인 평가 도구 (Online Assessment Tool)를 사용하거나 

헬스 링크 (Health Link) 811에 전화하여 검사가 권장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린이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2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2. 어린이가 지난 14일 동안 코비드-19 케이스1와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15분 내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2미터 이내의 대면 접촉 또는 포옹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예 아니오 

어린이가 “예”라고 답한 경우: 
• 어린이는 노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주의: 또 다른 코비드-19 케이스에 노출되기 전 지난 90일 이내에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3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3.  어린이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 증상이 새로 시작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까): 

열 (Fever) 
섭씨 38도 내지 그 이상의 온도 

예 아니오 

기침 (Cough) 
천식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 없는, 지속적이고, 평소보다 더 

예 아니오 

https://myhealth.alberta.ca/Journey/COVID-19/Pages/COVID-Self-Assessme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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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숨가쁨 (Shortness of breath) 
천식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 없는, 지속적이고, 숨이 차며, 

깊게 숨을 쉴 수 없는 

예 아니오 

후각 또는 미각 상실 
알레르기 또는 신경 장애와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이 없는 

예 아니오 

어린이가 3번 질문의 어떤 증상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 
• 어린이는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동안 격리하거나 또는 코비드-19 음성 확진을 받고 

활동에 복귀하기 전에 건강이 나아져야 합니다. 

• AHS 온라인 평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헬스 링크 811에 전화하여 검사를 예약하고 격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으십시오.  

어린이가 3번 질문의 모든 증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4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4. 어린이에게 다음과 같은 기타 증상이 새로 시작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까): 
오한 (Chills) 
추운 날씨에 밖에 있는 것과 관련이 없고, 열이 없는 

예 아니오 

인후통 (Sore throat)/ 삼키는 통증 (painful swallowing) 
계절성 알레르기 또는 역류와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상태와 관련이 없는 

예 아니오 

콧물 (Runny nose)/ 코막힘 (congestion) 
계절성 알레르기 또는 추운 날씨에 밖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상태와 

관련이 없는 

예 아니오 

몸이 좋지 않음(Feeling unwell)/ 피로 (fatigued) 
우울증, 불면증, 갑상선 기능 장애 또는 갑작스러운 부상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이 없는, 에너지 부족, 영아 (infants)가 잘 먹지 못하는 것 

예 아니오 

메스꺼움 (Nausea), 구토 (vomiting) 및/또는 설사 (diarrhea) 
불안, 약물 또는 과민성 장 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이 없는 

예 아니오 

설명할 수 없는 식욕 상실 (Unexplained loss of appetite) 
불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이 없는 

예 아니오 

근육통/ 관절통 
관절염이나 부상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이 없는 

예 아니오 

두통 예 아니오 

https://myhealth.alberta.ca/Journey/COVID-19/Pages/COVID-Self-Assessme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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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tension-type headaches)이나 만성 편두통 (chronic migraines)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이나 상태와 관련이 없는 

결막염 (Conjunctivitis) (일반적으로 충혈이라고 알려진) 예 아니오 

어린이가 4번 질문에서 하나의 증상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 
• 어린이를 집에 머물게 하고 24시간 동안 관찰하십시오. 

• 24시간 후에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면, 충분히 건강이 나아지는 경우 학교와 활동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4시간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추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AHS 

온라인 평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헬스 링크 811에 전화하여 검사가 권장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린이가 4번 질문에서 2개나 그 이상의 증상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 
• 어린이를 집에 머물게 하십시오. 

• AHS 온라인 평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헬스 링크 811에 전화하여 검사가 권장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증상이 사라지면 어린이가 학교와 활동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모든 질문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 여러분의 자녀는 학교, 보육 시설 및/또는 기타 활동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위 목록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코비드-19 음성 판정을 받고 건강이 

나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증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10일 동안 또는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둘 중 더 긴 

기간까지) 그들을 데리고 지속 치료 (continuing care) 시설이나 급성 치료 (acute care) 시설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https://myhealth.alberta.ca/Journey/COVID-19/Pages/COVID-Self-Assessme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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