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5 月 8 日
保護者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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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予防について（お願い）
平素から本校の教育活動にご理解、ご協力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
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ついて、登校再開後の児童・生徒に対して
感染症予防の指導を強化しております。つきましては、保護者の皆様にお
かれましても、次のとおり、お子様の健康状態の把握ならびに感染症予防
の指導について、ご理解ご協力をお願い申しあげます。
記
１ 発熱・咳などのかぜの症状がみられた場合、学校を休み、家庭で休養す
る。
〇毎朝の検温、健康状態の確認。
〇登校時は必ずマスクの着用。
〇健康観察表（中高生はフォーサイト手帳）に、体温や体調を記入し、
登校時は必ず持参。
〇学校で発熱のある場合や体調不良の場合は、速やかに保護者の方へ
連絡し、早退もしくはお迎えのお願い。
２ 学校での感染予防対策
〇常に換気を行う。
〇児童・生徒がよく触れる場所の消毒を実施。
〇登校時に手指のアルコール消毒を実施。
〇担任による毎朝の健康観察を行う。
〇教壇から児童・生徒までの距離をあける。

３ 日常の健康状態の把握
〇次のいずれかの症状がある場合、
「新型コロナ受診相談センター」
（電
話 06-6647-0641）に相談し、学校へ連絡を行う。
・かぜの症状や発熱がある（解熱剤を飲んだ場合を含む）
。
・強いだるさ（倦怠感）や息苦しさ（呼吸困難）がある。
〇「新型コロナ受診相談センター」から受診を勧められた医療機関を受
診する。複数の医療機関を受診することは控える。
〇医療機関を受診するときは、マスクを着用し、手洗いや咳エチケット
（咳やくしゃみをするときは、マスクやティッシュを使って口や鼻を
おさえる）を徹底する。
４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予防
〇十分な睡眠・適度な運動・バランスの取れた食事を心がける。
〇手洗いが大切。外出先からの帰宅時や調理の前後、食事前、トイレ後、
咳やくしゃみ、鼻をかんだ後などにこまめに流水と石けんで手を洗
う。
〇咳などの症状のある場合、咳エチケットを行う。
〇できるだけ人混みの多い場所への外出を控える。 とくに、①密閉空
間で換気ができない、②人が多く集まる、③近距離での会話や発声が
行われる３つの条件が同時に重なる場所は避ける。
〇部屋の換気を 1～2 時間に一度、5～10 分程度窓を大きく開け、室内
の空気を入れ換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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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관한 부탁 말씀

평소 본교의 교육 활동에 이해, 협력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해 등교 재개 후, 아동 ・ 학생에
대한 감염증 예방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아래와 같이 자녀의 건강 상태 파악 및 감염증 예방의 지도에 관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발열・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서 휴양한다.
○매일 아침 체온 검사, 건강 상태를 확인.
○등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건강관찰표（중고생은 학생수첩）에 체온이나 건강 상태를 기입해
서 등교할 때 꼭 지참.
○학교에서 발열이 생긴 경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신속
하게 학부모님께 연락하고, 조퇴 또는 마중을 부탁.
2 학교에서의 감염 예방 대책
○항상 환기하기.
○아동・학생이 자주 접촉하는 장소의 소독을 실시.
○등교할 때 손가락의 알코올 소독을 실시.
○건강관찰을 매일 아침 담임이 실시.
○교단과 아동・학생과의 거리 두기.
3 평소 건강 상태의 파악
○증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종 코로나 진찰 상
담 센터」 (전화 06-6647-0641)에 상담하고, 학교에 연락하기.
・감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다 (해열제를 섭취하는 경우도 포함)
・심한 나른함 (권태감)이나 숨 가쁨 (호흡 곤란) 증상이 있다.
○「신종 코로나 진찰 상담 센터」로부터 진찰을 추천받은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진찰한다. 여러 의료기관에 진찰받는 것은 삼가한
다.
○의료기관에 진찰받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나 기침 에
티켓(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나 티슈를 사용해서 입이

나 코를 막는다)을 꼭 실천한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충분한 수면・적당한 운동・균형 잡힌 식사하기.
○손 씻기가 중요. 외출에서 귀가했을 경우나 조리 전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 코를 푼 후 등의 경우에 비
누로 꼼꼼히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기침 에티켓 지키기.
○가능한 한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외출하지 말기.
특히, ①밀폐공간이고 환기가 안 된다.
②사람이 많이 모인다.
③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나 발성을 한다.
이 3 가지 조건이 동시에 중복되는 장소는 피한다.
○방의 환기를 1∼2 시간에 한 번, 5∼10 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교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