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중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지정 병의원)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
보건소 방문시 제공될수 있으며, 보건소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방문

확인서

아래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2021년 (

)월 (

)일, 본

선별진료소(병원, 보건소 등)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학생
한가람중학교

학년

반

성명:

발행일 :
기관 또는 의사명 :

※ 학생 방문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지참

(서명)

가정 내 학생 건강관리 기록지
한가람중학교
※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학년/반

학생 성명

선별진료소명

문의 일자 및 시간
월

일 자

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

시경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및
처방약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종류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기타 증상 종류
(두통,근육통,오한,미각/후
각소실 등)

보호자 확인(사인)

일 자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및
처방약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종류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기타 증상 종류
(두통,근육통,오한,미각/후
각소실 등)

보호자 확인(사인)
● 처방약 : 병원처방약 및 해열제를 먹는 경우 : O 표시/ 없으면 × 표시
● 증상 종류 : 증상의 종류 기록(예) 기침, 두통) / 없으면 × 표시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가.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나.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다.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
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
(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