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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송우통신

생각키움·마음울림·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2021.07.23.

교무실 : 543-1311
행정실 : 542-1584
담당자 : 보건교사 김은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학을 앞두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개정된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함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공통사항과 더불어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 수칙을 안내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름 방학 중(7.24.(토)~8.15.(수)) 건강상태 자가진단 일시 중단(미실시)
     ※단,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 자가진단 실시 후 방문
  ￭ 개학 일주일 전(8.16.(월))부터 자가진단 실시 재개-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 개학일(8.23.(월))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후 교실 입실 

   ￭ 다음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의 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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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및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전 포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031-538-4481~5) 또는 콜센터(☎1339)문의
   -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검사 후에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 방학 중 학생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되는 경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031-543-1311) 또는 담임교사에게 빠른 연락 바랍니다.

    ￭ 개인위생수칙 잘 지키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 손소독제 사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 착용 후 호흡곤란 시 잠시 벗기 
    -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지 않기  

                                                                   -내용계속-

1  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방안

2  방학 중 코로나19 관련 사항 발생시

3  생활 속 거리두기 공통사항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 나눠 먹지 않기 
   ￭ 국내 집단 발생 지역, 지역사회감염 발생 국가 방문 자제
   ￭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학교 밖 교육 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 시설, 대중교통, 쇼핑센터, 영화관, 대중목욕탕, PC방 등)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
인

활
동

모
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외
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
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 

  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
사

▪500인 이상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
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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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우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