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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에 관한 알림 (부탁말씀)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불안 속에서 

지내시리라 생각됩니다. 25 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1 월말부터 등교 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손씻기와 양치질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의 견해는 1~2 주의 감염 움직임이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월 28 일（금）부터、감염에 걸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교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소학교：오후 3 시 10 분（5 시 30분 하교에 대해서는 어제 배부한 미마모루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오후 4시 00 분 

※스쿨버스는 평소대로 운행합니다. 

 

본교에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부기본방침의 구체화를 위한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감기나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온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증상이나 37.5°C이상의 발열이 있을 경우（해열제를 먹은 경우도 포함） 

－권태감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 고령자나 기초질환이 있는 분은 위 증상이 2 일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증상이 없는 분도 각자 하루의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사람과의 가까운 거리의 접촉                  

(서로 손을 뻗어 닫는 거리)이 대화 등으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걱정이 된다고 하여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종사자나 환자로의 감염 확산 및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본인 혹은 가족이 감염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본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교 06-4703-1782  중고등학교 06-4703-1781 

   상황을 듣고 판단한 후 본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의 대응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미마모루메･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２０２０年２月２７日 

保護者 各位  

金剛学園小中高等学校 

校長  尹 裕淑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への対応について (お願い) 

 

 平素は本校の教育活動に格別のご高配を賜り、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さ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報道が連日発表される等、保護者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不安の日々

をお過ごしのことと推察いたします。そうした中、２５日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方針が発表されま

した。本校では、1月末より登校してきた児童生徒に手指のアルコールを徹底し、また手洗いうがい等を奨励し、積極

的な対応していますが、日本政府の見解では、この１～２週間の動向が、国内で急速に感染が拡大するかどうかの瀬

戸際であるとしており、本校としましては当面、この基本方針に沿って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つきましては、以下の内容をご確認いただき、適切にご対応いただきますよう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 

 

 

■２月２８日（金）より、同感染症への罹患リスクを回避するため、当面、以下のとおり下校時刻を変更いたします。 

 

小学校：午後３時１０分（5 時 30 分下校については、昨日お送りしたミマモルメをご参考にしてください。） 

中・高：午後４時００分 

※スクールバスの運行につきましては、通常通り運行いたします。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掲載の政府基本方針の具体化に向けた見解により、本校の対応は次のようになります。 

■風邪や発熱などの軽い症状が出た場合には、外出をせず、自宅で療養してください。ただし、以下のような場合に

は、決して我慢することなく、直ちに都道府県に設置されている「帰国者・接触者相談センター」にご相談下さい。 

－風邪の症状や 37.5°C 以上の発熱がある場合。（解熱剤を飲み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を含みます） 

－強いだるさ（倦怠感）や息苦しさ（呼吸困難）がある。 

   ※ 高齢者や基礎疾患等のある方は、上の状態が２日程度続く場合 

 

 

■むやみに外出することを避け、また、症状のない人も、それぞれが一日の行動パターンを見直し、対面で人と人と

の距離が近い接触（互いに手を伸ばしたら届く距離）が、会話などで一定時間以上続き、多くの人々との間で交わさ

れるような環境に行くことをできる限り、回避して下さい。症状がなくても感染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心

配だからといって、すぐに医療機関を受診しないで下さい。医療従事者や患者に感染を拡大させないよう、また医

療機関に過重な負担とならないよう、ご留意ください。 

 

■児童生徒本人もしくはご家族が罹患された場合 

   すみやかに本校にご連絡ください。 小学校 06-4703-1782  中高等学校 06-4703-1781 

   状況をお聞きした上で、本校としての判断をお知らせします。 

 

■今後、対応が変更される場合は、ミマモルメ･家庭通信文でお知らせ致し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