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생활 안내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있기 ① 모든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방학중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
소에 코로나19 검사 예약한 후 가급적 도보 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
② 학생은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 놀이시설 등) 출입을 금하고, 외출 후 바로 귀가하고 다
른 학교 학생을 만나거나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운동 후, 식사 전, 등교 하자마자, 화장실 이용 후, 외출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착용 전후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방학기간

-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생활규칙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휴지통에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③ 식사때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마스크 착용 중 이상증세(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 할 경우 마스크를 벗고 증상
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①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포함)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②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단, 원거리이고 교통수단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이용

외출이나
선별 검사 시

③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지켜야 할

- 절대 다른 곳(PC방, 편의점, 노래방, 식당 등)을 방문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합

규칙

니다.
④ 방학중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 검사를 받거나 접촉자로 인한 자가격리, 확진
등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즉시 연락을 합니다.
① 바깥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② 집에 머무는 동안 다음을 준수합니다.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조치
- 가능한 혼자 사용 가능한 공간에 머물기

자가 격리 시

-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지켜야 할

- 단독 사용 가능한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규칙

*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소독제 티슈, 가정용 락스 등)로 소독한 후 다
른 사람이 사용하기 - 가급적 수건, 식기류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③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합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을 씻기
-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하기
*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바로 손씻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