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 편의시설 유축만을 위한 사생활 보호 커튼 응시자  

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목적: 

응시자의 복지 및 육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9 프로토콜 및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기관은 유축을 위한 기능적이며, 사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각 공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사생활 보호 커튼, 안락한 의자, 전기 콘센트. 유축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유축기, 부속물, 

세척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커튼을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장비 또는 

용품을 놓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험 응시자는 커튼을 완전히 닫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사생활 보호 커튼은 유축만을 위한 것입니다. 

 응시자는 본인의 유축기, 모유 운반 및 저장 용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유축한 모유를 

저장하기 위한 냉장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응시자의 개인 용품(즉, 유축기, 냉각기)을 편의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용기에 학습 노트 또는 개인 장치(휴대폰, 태블릿 등)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모든 휴대 용기 안을 보여줘야 하며 시험 센터 직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십시오. 개인적인 장치는 응시자 사물함에 보관할 것입니다. 

 편의 공간에 있는 의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센터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마련할 때 

의자를 커튼 안쪽에 배치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탁자, 의자 또는 스툴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사생활 보호 커튼은 “U”자 모양이고 해당 공간에 위치한 탁자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의 공간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카메라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커튼이 설치됨을 

유의하십시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커튼을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커튼 막대기가 있으면 커튼을 열고 

닫기가 쉽습니다. 커튼 막대기를 잡고 트랙을 따라 커튼을 앞뒤로 밀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입장할 때마다 정상적인 보안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청결 및 다른 사용자를 위해 사생활 보호 커튼을 사용하는 도중 흘리거나 더럽혀진 곳을 

청소하는 것은 시험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시험일 동안 다수의 응시자가 해당 장소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1명의 응시자만 주어진 

시간에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센터 직원이 사용 시간 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