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2022년도 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22.08.06)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Ⅰ

사전 고지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병 의심자
- 확진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의사환자 : 확진자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다만, 격리자 중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응시자에 한하
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오니, 「코로나-19 관련 격리자의 시험 시행 방안 안
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시험장 출입 전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Ⅱ

시험장 출입 유의사항

❍ 체온 측정 및 유증상자 조치
- 시험장 입구에서 응시자를 비롯한 모든 시험관계자는 비대면 발열체크를 실시
-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리대기실로 이동 후 일정
간격으로 체온 재측정, 문진표 작성 결과에 따라 별도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시험장 입실 프로세스
- 지정된 출입구로만 입/퇴실이 가능하며, 출입구 통과시 개인 손위생,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 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관리대기실로 격리되며, 대기실에서 체온
재측정 및 증상확인 후 격리시험실 응시여부 결정

Ⅲ

시험실 내 유의사항

❍ 시험 도중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시험 도중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
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 체온 재측정 및 기타 증상 확인 후 격
리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응시자 협조사항
- 모든 응시자는 당일 마스크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
하여 주십시오. (※ 감독관이 본인 확인 진행 시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협조바

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
-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하여 주시고, 입/퇴실시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 시험실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한 휴지 등 개인 위생용품은 시험실 내부에 비치된 위생봉투에 버려 주시
기 바랍니다.
- 마스크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고, 대기 중에도 응시자 간
1.5m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
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실에 비치된 감염예방수
칙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협회(02-756-4039)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질병관리본부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수칙1.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예방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