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응시자 행동수칙(일반고사장)

시험 진행과 관련된 응시자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고사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본인 신분확인에 협조 해야합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고사장 및 시험실 안팎에서 응시자 간 최소 1.5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타인과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 퇴실 시 응시자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해당 시험실에서 감독관 통제하에 질서
있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실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관련 응시자 행동수칙(자가격리고사장)

시험 진행과 관련된 응시자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고사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

◯ 자가격리고사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총 4회)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본인 신분확인에 협조 해야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고사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 입실 및 퇴실 시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