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AV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RETURN TO SCHOOL FORM

Dear Parent/Guardian, 

BSD COVID-19 protocol requires that any student exhibiting a primary symptom of COVID-19 must stay at home for  
10 days after onset of symptoms or a positive test result. Your child may return to school on ______________________.

Primary Symptoms of COVID-19:
Fever 100.4 or higher

Cough
Chills

Shortness of breath, difficulty breathing
New loss of taste or smell

Your child may return to school sooner than 10 days if you:

1. Provide the school with documentation of a NEGATIVE COVID-19 test as long as  your child has not had close 
contact with someone with a confirmed or presumptive case of COVID-19. Child may return to school after 24 
hours fever-free (without the use of medication) and all symptoms improving.     

OR

2. Provide the school with documentation from a licensed, diagnosing health care provider (MD, DO, PA, NP) who 
determined that your child had another clear non-respiratory source of symptoms. Child may return to school after 
24 hours fever-free (without the use of medication) and other symptoms improving. 

*Note: A child should still be excluded from school for 10 days even if a non-COVID-19 respiratory test, such as a positive throat swab for rapid strep 
or a positive influenza test, is positive. Co-infection with COVID-19 was not ruled out

To find a COVID-19 testing location near you, please check the Washington County Public Health website:
https://www.co.washington.or.us/HHS/CommunicableDiseases/COVID-19/testing-sites.cfm

Pati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

Alternative diagnos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ex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VID-19 test result if applicable  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health care provid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health care provid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HEALTH CARE PROVIDER USE ONLY



학부모/보호자님께, 

BSD COVID-19 프로토콜에 따르면 COVID-19의 주요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증상이 시작된 경우 또는 테스트 
결과가 양성인 경우 10일 동안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COVID-19 주요 증상: 
100.4 도 이상 발열

기침
오한

숨가쁨, 호흡곤란
이전에 없던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10일 이전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COVID-19 확진 또는 추정 사례가 있는 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은 한  COVID-19 테스트 
음성 확인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자녀는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증상이 호전된 후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2. 면허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MD, DO, PA, NP)가 자녀 증상의 원인이 다른 비 호흡기계 원인이라고 
명백히 적은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자녀는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증상이 호전된 후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가 급성 연쇄상 구균에 대한 인후 면봉 테스트에 양성 또는 인플루엔자 테스트에 양성 등과 같이 비COVID-19 호흡기 
테스트에 양성인 경우일지라도 여전히 10일 동안 학교에서 배제됩니다. 코로나19와 동시 감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COVID-19 검사 장소를 찾으시려면 워싱턴 카운티 공중 보건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co.washington.or.us/HHS/CommunicableDiseases/COVID-19/testing-sites.cfm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