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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경기도 가평군·읍 광장로 10

☎ 580-3000(교무실)

담 당
보건교사
성현화
안내
☎ 580-3044
http://gapyong.m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곧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 동안 자녀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에 따라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생일파티나 모임 등 5인 이상 사
적 모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방학 중에는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건강상태

- 자가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 단, 돌봄교실 학생은 등교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 개학 일주일 전, 2월23일(수)부터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 선별진료소 전화 상담해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방학 중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코로나19

★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가평군 보건소에 문의(☎582-2488)후

가정 내
건강관리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 이럴땐,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꼭
알려주세요!

▶ 아래의 경우,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580-3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받은 경우
② 학생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②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③ 놀이, 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코로나19 예방

④ 운동 등 신체활동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 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자녀교육

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방학 중 친구들과 생일파티 등
5인이상 모임금지
⑥ 현재의 방역지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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