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 편의시설 수유를 위한 사생활 보호 텐트 응시자 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목적: 

응시자의 복지 및 육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9 프로토콜을 기초로 하여, 수유하는 

응시자에게 수유를 위한 기능적이며, 사적인 공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각 공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사생활 보호 텐트 및 안락한 의자. 사생활 보호 텐트에는 이용하기 쉽도록 지퍼로 된 대형 “T”자 

문과 3방향 지퍼 잠금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험 응시자는 텐트를 완전히 닫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사생활 보호 텐트는 수유만을 위한 것입니다. 텐트는120cm x 120cm x 200cm(47.24” x 47.24” 

x 78.74”)사이즈로 확장되며 텐트 내부 채광 및 공기 순환을 위해 상단에 창이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의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센터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마련할 때 의자를 텐트 

안쪽에 배치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탁자, 의자 또는 스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텐트를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 텐트에는 이용하기 

쉽도록 지퍼로 된 대형 “T”자 문과 3방향 지퍼 잠금이 있습니다. 

 응시자는 텐트를 이용한 후 시험장에 입장할 때마다 정상적인 보안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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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는 것은 시험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텐트 안에 음식은 허용되지 않지만 응시자는 검사 후 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육아 편의 휴식시간이 시작되면 응시자는 시험 센터 전화를 이용하여 자녀 

돌보미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돌보미는 대기/접수 구역만을 이용하도록 허용됩니다. 자녀 돌보미는 직원 휴식 공간, 

TCA 룸, 시험장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돌보미에게 시험 응시자의 연장된 휴식시간 동안 시험 센터를 떠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가 수유를 완료하면, 시험 응시자는 시험 센터 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를 다시 

데려가도록 돌보미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는 항상 다른 응시자의 시험 환경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시험 센터 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됩니다. 시험 센터 직원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유아에게 시험 

센터에서 떠나도록 요구할 재량권을 항상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