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일 격리 여부 검사 프로그램 
건강한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서 학업을 하게 만든다는 목표로, 백신을 맞지 않은 무증상 학생들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매일 검사를 받으면서 등교할 수 있는 미시간 보건당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00%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은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초래되는 학습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이 프로그램은 무료 일일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7일 동안 매일 등교 
전에 검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학생이 7일 동안 매일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2일 내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검사 일수가 더 
적습니다. 
 

• 7일째 되는 날이 주말인 경우 학생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검사소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마쳐야 
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일 또는 금요일에 검사소를 방문하면 해당 학생의 검사 
마지막 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학생이 노출 사실을 
통보받으면 이러한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일 검사를 마친 학생은 음성 확인증을 받은 뒤 등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학교의 보고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학생은 아래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증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이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검사소에 
방문하면 안 됩니다. 학생이 증상을 보이면 최대한 빨리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방문해 참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첨부된 양식을 
인쇄해서 함께 가지고 와 주십시오. 프린터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검사소에 사본을 
비치해 둘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한 번만 서명하면 됩니다.) 
 

• 검사는 신속항원 검사로 진행됩니다(따라서 비강 아주 깊은 곳까지 면봉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자가 검사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감독하에 학생이 자신의 콧속에 면봉을 
직접 삽입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은 부모님이 학생의 콧속에 면봉을 삽입합니다.  
 

학생이 프로그램 참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현재 격리 중인 TSD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MDHHS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서 여행 팀이나 댄스 수업 같이 TSD와 
관련이 없는 활동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학생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확진자 가족(COVID 양성 판정을 받은 형제자매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여전히 10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지만 11일째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현재 시행되는 
20일의 격리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어 이 통신문을 받았다면 
해당 학생은 내일 검사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약국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안 되나요? 집에서 검사하는 건 어떤가요? 
 



• 현재로서는 학생의 학교에 검사 결과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일일 검사 프로그램 참가자는 
검사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저희는 MDHHS의 해당 프로그램 관련 규칙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고 
4시간 내로 양성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당일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외래 검사소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곳에서 
진행한 검사의 결과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격리 중인 학생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 사전 예약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바쁜 시간에는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는 Troy Learning Center, 1522 E. Big Beaver Road 서쪽에 있습니다.  

 
• 건물 서쪽 공간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콘과 “검사소(Testing Center)”라고 표시된 
문을 찾아주십시오. 이 문으로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검사소는 오전 6시 45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이 시간 중 언제라도 방문하실 수 
있지만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학생은 오전 6시 45분 ~ 오전 7시, 중학생은 오전 7시 ~ 
오전 8시, 초등학생은 오전 8시 ~ 9시 사이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의 검사가 끝나면 검사소를 나가 잠시 기다렸다가 아래에 나온 시간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결과를 처리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본관에서 진행되는 체크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시간은 참가 학생 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해당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ATHENS & TROY HIGH: 오전 7시 35분 
INTERNATIONAL ACADEMY EAST 오전 8시 
TROY COLLEGE AND CAREER HIGH SCHOOL: 오전 8시 
 
TROY CENTER FOR TRANSITION 
TCT: 오전 8시 15분 - 오전 8시 45분 
 
중학교: 
BOULAN PARK & LARSON: 오전 8시 10분 
SMITH & BAKER: 오전 8시 35분 
 
초등학교: 
BEMIS, HILL, MARTELL, TROY UNION, WASS & WATTLES: 오전 9시 
BARNARD, COSTELLO, HAMILTON, LEONARD & MORSE & SCHROEDER: 오전 9시 40분 
 
유치원 
TROY PRESCHOOL: 오전 9시 30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은 검사소의 음성 확인증과 함께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어야 
합니다(부모님이 현관에만 머물러야 하는 학교가 많으니 해당 학교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날 받은 음성 확인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본관 직원이 학생의 음성 
결과를 확인하면 학생이 하루 동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TCT/고등학교의 경우 부모님이 건물에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주차장에서 5분 정도 대기하다 검사 결과를 받은 후 학생이 차량으로 돌아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Kerry Birmingham(kbirmingham@troy.k12.mi.us) 또는 TSD 간호사 Stephanie 
Miller(smiller@troy.k12.mi.us)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