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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각 가정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일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시어 발열
이외에도 인후통, 콧물, 기침, 두통 등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기본원칙)를 받고, 증상이 없을 경우 등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 등교 시 가급적 보건용마스크 착용(KF80, KF94) 및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하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조치 사항 안내 [21.11.22 이후]

코로나19

의심

발열, 기침, 인후통(목아픔),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후각˙미각 소실, 피로

증상

가래,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

원칙

의심증상
있는 학생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원칙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된 경우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의심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있으면 등교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② 등교 후(수업 중) 의심증상 확인 시 보호자 연락 후 등교중지 조치
③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심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등교
③ 출석인정서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 결석확인서
※ 증상이 남아있으나(약 복용중이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① 진단검사(PCR검사) 음성 결과 제출 후 등교 가능
② 단,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검사(PCR검사) 재실시
①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② 출석인정서류: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결석확인서
① 진단검사(PCR검사) 음성 결과 제출 시
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②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학생] 선제적 조치로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
본인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① 진단검사(PCR검사)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② 출석인정서류: 진단검사(PCR검사)결과 사본(문자 캡쳐 등),
결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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