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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건 및 안전 준수 사항: K-12 
부모용 

K~12 학교 환경용 COVID-19 지침–BC 질병 통제 센터, 보건부, 교육부 및 WorkSafe BC 권고를 토대로 함  
업데이트: August 27, 2020 
 

이 안내 문서는 BC주 재가동 계획(BC’s Restart Plan): 팬데믹 돌파를 위한 BC주의 다음 단계들과 BC주 COVID-19 진행 관리 전략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BC주 COVID-19 진행 관리 점검 목록, WorkSafeBC의 COVID-19 정보 및 자료, COVID-19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6월에 재개된 부분 등교 수업에서 얻은 교훈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시행하여야 할 주요 감염 

예방 및 통제 관행뿐 아니라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최신 정보는 BC 질병 통제 센터(BCCDC) 웹 사이트를 보십시오. 
 
BC주 COVID-19의 현재 역학 상황과 어린이는 COVID-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훨씬 낮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BC주의 K~12 학교는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생에게 학교 환경 안에서 등교 수업을 받게 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3학군(SD43) 소속 학교들은 이 문서에 기술된 공중 보건과 감염 예방 및 노출 통제 대책을 가능한 한 최대한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접촉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COVID-19 확산을 계속 방지하는 BC주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코호트(cohort) 

또는 학습 그룹은 학기 내내 함께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그룹입니다. 학교에서 코호트를 이용하면 개인 간 상호 작용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한편 대부분 학생이 정상에 가까운 학교 환경에서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 대책으로 학생들을 학습 그룹으로 묶으면 

융통성 저하로 교육 전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와 미성년자 

• COVID-19 바이러스는 미성년자(만 0~19세)에게서 감염률이 매우 낮습니다. 

• BC주에서는 검사를 받은 미성년자 중 1% 미만이 COVID-19 양성이었으며, 혈청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미성년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는 COVID-19 감염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총확진자 수에서 만 10세 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만 10~19세 미성년자와 비교해 더 낮습니다. 

• 현재까지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미성년 확진자의 대다수는 COVID-19 감염 증상이 있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집안에서 퍼뜨린 

침방울로 전염된 결과입니다. 가족 집단에서조차 전염의 주범은 성인으로 보입니다. 

• 만 1세 미만 어린이와 면역 저하 상태에 있거나 기존 폐 질환이 있는 미성년자는 COVID-19로 더욱 심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자세한 내용은 BCCDC의 면역 억제 상태 아동 페이지 참조). 

o COVID-19로 더욱 심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미성년자라도 여전히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자님께서는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여 자녀의 위험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보십시오. 

• 미성년자는 보통 COVID-19 증상이 있어도 훨씬 경미합니다. 대개 미열이 있고 마른 기침을 합니다. 
 
COVID-19와 학교 

• 학교 환경 안에서 전염이 확인된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적 이유는 팬데믹 초기에 COVID-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전 

세계적으로 시행한 휴교 덕분입니다. 

o 문서화된 사례에서는 비록 산발적 발병이 보고되었어도 최초 환자 이상의 확산은 보통 극소수였습니다. 

• 미성년자는 학교나 지역 사회 환경에서 COVID-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학교와 보육 시설 폐쇄가 취약한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은 정신 건강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대하고 부정적입니다. 
 
이 정보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상의 증거를 토대로 하며 새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공중 보건 대책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bc-restart-plan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ovid-19/bc_covid-19_go-forward_management_strategy_web.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ovid-19/bc_covid-19_go-forward_management_strategy_web.pdf
https://www2.gov.bc.ca/assets/gov/public-safety-and-emergency-services/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gdx/go_forward_strategy_checklist_web.pdf
https://www2.gov.bc.ca/assets/gov/public-safety-and-emergency-services/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gdx/go_forward_strategy_checklist_web.pdf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health-and-safety/covid-19-faqs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health-and-safety/covid-19-faq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symptom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iority-populations/children-with-immune-suppression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iority-populations/children-with-immune-suppression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iority-populations/children-with-immune-suppression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iority-populations/children-with-immune-suppression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Site/Documents/COVID19-easing-social-distrancing-IS-childr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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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대규모 집회 행사에 대한 주 정부 보건 책임관의 명령은 행사 목적으로 50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학교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일회성 행사와 통제 대책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진자 발견, 접촉 경로 추적 및 발병 관리 

누구든지 감기나 독감, COVID-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적극 검사하면 질병 진행 과정에서 사례를 조기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COVID-19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가 확진자 무리의 일부인지, 지역적 발발의 일부인지 또한 

그와 가까이 접촉한 다른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밀접 접촉자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밀접 접촉 간주자는 공중 보건 당국이 결정합니다. 
 
공중 보건 당국이 어떤 사람을 COVID-19 양성으로 확인하면 그가 확진자 무리의 일부인지, 지역적 발발의 일부인지 판단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발병 시설에서는 특정 공중 보건 조치를 시행하여 COVID-19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학생이 공중 보건 당국에 의해 COVID-19 양성으로 확인되면, 공중 보건 당국은 교무 담당자와 협력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며, 여기에는 그 사람과 접촉한 교직원이나 학생이 자가 격리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자가 격리와 검역 

감기나 독감, COVID-19와 같은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집에 머물고, 자가 격리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미한 증상이라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자가 격리를 권합니다. 공중 보건 실무진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통보합니다. 

검역은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COVID-19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BC주로 복귀하는 해외 여행자의 자가 격리 

캐나다 밖을 여행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명령에 따라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유학생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보십시오. 
 

환경적 대책 

청소와 소독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은 오염된 물체와 표면에서 COVID-19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교는 BCCDC의 공공 환경 청소와 

소독제 문서에 따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최소한 24시간마다 1회 교내 일반 청소와 소독. 

• 최소한 24시간마다 2회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청소와 소독. 

• 눈에 띄게 더러운 표면을 닦고 소독합니다.  

• 시판되는 일반 세제와 소독 제품을 사용하고 라벨의 지시 사항을 잘 따릅니다. 

o 특정 상표와 소독 제품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사용하는 단단한 표면 소독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손이 자주 닿는데 쉽게 청소되지 않는 품목을 제한합니다. 

• 쓰레기통을 매일 비웁니다. 

• 혈액이나 체액(예: 콧물, 토사물, 대변, 소변)을 청소할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 착용 전과 후에 손을 씻습니다. 
 
COVID-19 바이러스가 교과서나 종이, 기타 종이 기반 제품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동선/물리적 장벽 

바닥 표시와 포스터를 동선 안내용으로 학교 전체에 사용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정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장소와 개인이 코호트나 학습 

그룹 외부의 많은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장소에는 장벽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ovid-19/covid-19-pho-order-gatherings-events.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self-isolation-on-return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leaningDisinfecting_PublicSettings.pdf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leaningDisinfecting_PublicSettings.pdf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leaningDisinfecting_PublicSettings.pdf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disinfectants/covid-19/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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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대책 

개인이 하루에 다른 사람들과 직접 가까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횟수를 줄이면 COVID-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K~12 학교 

환경에서 코호트와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코호트는 학기 내내 함께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그룹입니다. 

• 물리적 거리 두기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2미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호트/학습 그룹 

코호트/학습 그룹을 시행하면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항상 실천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개인이 직접 가까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코호트를 최대 6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는 코호트를 최대 12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코호트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코호트/학습 그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규모가 더 작습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손 위생, 신체 접촉 줄이기, 질병 증상 인식 및 

분명한 표현 등 개인적인 조치를 꾸준히 시행할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코호트/학습 그룹이 중고등학교에서 더 큰 이유는 

그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을 꾸준히 최소화하고, 손 위생을 실천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적 거리를 확실히 하고, 질병의 증상을 인식하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그룹 안에서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2미터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관된 좌석 배치는 실현 

가능한 경우 학습 그룹 안에서 권장됩니다. 그러면 접촉 경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공중 보건 당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코호트/학습 그룹과의 상호 작용 

학교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코호트와 상호 작용하는 성인(교직원과 그 외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최소로 줄이면서 학습을 

지원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환경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아마 엄격히 배치된 학습 그룹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일정 시행상 아마 물리적 거리 

두기 및 밀집도 감소를 수반하는 전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쉬는 시간(예: 휴식, 점심)에 학생들은 다른 코호트에 있는 동기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실외에 있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실내에 있는데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른 코호트 

동기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 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른 코호트 동기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코호트 

동기들과 어울릴 때 반드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 모임 

학교 모임은 가능한 한 최대로 제한되며 코호트 안에서 최소 인원으로 갖게 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 

물리적 공간 제한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가 요구될 때는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때든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방식이 대면/원격으로 혼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대책 

다음 대책이 K~12학년 학교 환경에서 가능한 경우 시행될 것입니다. 

• 가까이에서 하는 인사(예: 포옹,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 학생과 교직원에게 얼굴을 만지지 말라고 권합니다. 

• 가능하면 사람들을 최대한 분산시킵니다: 등교와 하교 시간, 점심과 휴식 시간에 몰리지 않게 하는 전략. 

• 학생들을 외부로 더 자주 데리고 나갑니다. 

• 실외 놀이 전과 후에 적절한 손 위생을 실천하게 합니다. 

• 개인 활동 또는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공간을 더 늘리는 활동을 더 많이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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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등학생의 경우, 그룹 활동을 조정하여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유 물품을 줄입니다. 

o 중고등학생의 경우, 그룹 활동을 최소화하고 신체 접촉이 필요한 활동을 피합니다. 

• 학교에 출입하는 학부모, 보호자, 의료 제공자, 자원봉사자, 교직원이 아닌 그 외 성인(예: 방문자)은 학생의 학습과 심신 건강에 

이로운 지원 활동(예: 교육 실습생, 예방 접종자, 급식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o 모든 방문자는 들어오기 전에 매일 건강 상태 확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o 학교는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날짜, 이름, 연락처 목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학교 방문자의 수를 제한합니다. 
 

학과 외 활동 

스포츠나 예술, 특별한 관심사 동아리 등 학과 외 활동은 다른 코호트 구성원들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신체 접촉을 줄이고 

적절한 보건 위생을 실천한다면 가능합니다. 스포츠 기관들은 BC주 재가동 계획의 각 상태에 맞는 권장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경연 대회, 토너먼트, 축제 등 학교 간 행사는 현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0년 가을 중에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식품 서비스 

학교는 음식 준비를 학습의 일부로 계속 포함시키고 판매와 급식 프로그램을 비롯한 식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음식을 학습의 일부로 준비하고 조리한 학생(들)이 음식을 직접 섭취한다면, 이 문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추가 대책과 정상적인 식품 

안전 대책 및 요건(예: FOODSAFE 훈련을 받은 직원, 식품 안전 계획 등)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리자들 이외의 사람들이 소비(판매 포함)하기 위하여 학교 안팎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WorkSafeBC 음식점, 매점, 주점 및 

나이트클럽: 영업 재개를 위한 프로토콜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 학교는 집에서 만든 식품(예: 생일 음식, 빵 바자 품목)을 다른 학생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식음료를 나눠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대책 

몸이 아프면 집에 계십시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또는 지난 14일 사이에 캐나다 밖을 여행했거나 또는 확진자나 발병지와 가까이 접촉한 것이 확인된 모든 

학생이나 교직원, 그 외 사람은 반드시 집에 머물며 자가 격리하여야 하며, 필수 서비스 종사자의 자녀도 이에 해당합니다. 

• 감기나 독감, COVID-19와 같은 증상이 있는 학교 내 모든 학생이나 교직원, 그 외 사람은 의료 제공자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o 가족 구성원이 감기나 독감, COVID-19와 같은 증상이 있어도 학생/교직원에게 증상이 없는 경우 그 학생이나 교직원은 여전히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 계절성 알레르기나 기타 COVID-19와 같은 증상을 겪는 학생과 교직원은 이런 증상이 기존 질환과 관련이 있고 으레 겪는 증상일 

때는 학교에 계속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과 보호자님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기 전에 자녀에게 일반 감기나 독감, COVID-19, 기타 전염성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o 자녀에게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교직원과 그 외 성인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감기나 독감, COVID-19 증상이 있는지 매일 스스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o 교직원이나 어느 성인이든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 학생이든 누구든 자가 격리 여부나 COVID-19 검사 여부를 잘 모르면 BC COVID-19 자가 평가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또한, 8-1-1이나 가정의 또는 전문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COVID19와 기타 전염성 호흡기 질환 평가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o 우려되는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하여 추가 안내를 받게 하셔도 됩니다. 

• 증상을 확인하거나, 체온을 재거나, COVID-19 검사를 하는 등 학생이나 교직원을 선별 검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활동은 보건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에서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 안내지가 부록 C로 있습니다. 
 

손 위생 

손을 일반 비누와 물로 꼼꼼히 씻는 것은 질병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물체, 표면, 음식, 사람에게서 

세균이 옮고 이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손 위생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교직원은 학생들 사이에 이런 습관을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covid-19-returning-safe-operation/restaurant-cafes-pubs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covid-19-returning-safe-operation/restaurant-cafes-pubs
https://bc.thrive.health/
https://bc.thriv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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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손 위생을 성실히 실천하는 방법 

• 손을 일반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씻습니다. COVID-19에는 항균 비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온도 때문에 일반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세면대가 없는 경우(예: 학생과 교직원이 실외에 있음) 60% 이상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우면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는 미생물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울 때는 비누와 

물이 더 좋습니다.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코올 기반 물휴지를 사용한 다음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손 위생 수행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BCCDC의 손 씻기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언제 손 위생을 실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 안내지가 부록 B로 있습니다. 
 

호흡기 예절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는 팔꿈치나 휴지에 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 위생을 즉시 수행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음식이나 음료, 씻지 않은 그릇, 담배, 전자 담배 흡연 장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교직원은 학생들 사이에 이런 습관을 가르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PPE) 

비의료용 마스크 

비의료용 마스크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학습 그룹이나 가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은 버스 같이 사람이 많은 곳과 복도 같은 공용 구역에서 또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학습 그룹 밖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비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비의료용 마스크는 초등학생이 착용하는 경우 얼굴과 눈을 만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벗으려면 도움이 필요(교직원과 직접 밀접 접촉해야)하므로 초등학생용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견디기 어려운 학생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황 이외에 학교에서 비의료용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얼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학생과 성인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마스크 착용자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학습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무리를 짓거나, 

모이거나, 집단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비의료용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더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및 노출 통제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몸이 아프거나 자가 

격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집에 머물게 함 

• 청소와 소독 강화 

• 학생과 교직원을 일관된 그룹(학습 그룹)으로 배치 

• 공간 사용 극대화를 위한 학습 환경 조정 

• 학습 그룹 간 물리적 거리 유지 및  

• 자주 손 씻기 

이 같은 대책은 전염 위험을 줄이는 다각적인 보호책입니다. 
 

진료 서비스 제공 의료진과 그 외 의료 제공자는 학생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일할 때 그 학생들의 학습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COVID-19 탓에 중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보호자님은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여 아이의 위험 수준을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Site/Documents/COVID19_Handwashing%20Poster_MD%20offices.pdf


6 
 

부록 A: 학교 기반 통제 대책 요약 
 

1. 몸이 아프면 집에 계십시오 

감기나 독감, COVID-19 , 기타 호흡기 질환을 앓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반드시 집에 머물며 자가 격리하여야 합니다. 
 

2. 손 위생 

모두가 손을 더 자주 씻어야 합니다! 
 

손을 일반 비누와 물로 20 초 이상 꼼꼼히 씻는 것이 질병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호흡기 및 개인 위생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합니다.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수, 개인용품을 나눠 먹거나 같이 쓰지 않습니다. 
 

4. 물리적 거리 두기와 신체 접촉 최소화 

가능할 때는 학생과 교직원을 넓게 흩어져 있게 합니다. 
 

학생들을 외부로 더 자주 데리고 나갑니다. 
 

휴식 시간과 이동 시간에 시차를 둡니다. 개인 활동을 도입합니다. 
 

학생들에게 만지지 않기를 주지시킵니다. 
 

5. 청소와 소독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24 시간마다 적어도 두 번(수업일 중에는 한 번)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학교의 일반 청소는 최소한 하루에 한번 해야 합니다. 
 

일반 청소 제품과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부록 B: 학교에서 손 위생을 수행하는 시점 

학생이 손 위생을 수행하는 시점 
• 학교에 도착할 때  

• 모든 쉬는 시간(예: 휴식, 점심) 전과 후  

• 먹고 마시기 전과 후(학생의 책상이나 사물함에 보관된 음료 제외)  

• 여러 학습 그룹이 사용하는 실내 학습 공간(예: 체육관, 음악실, 과학 실험실 등) 사용 전과 후 

• 화장실 사용 후 

• 손에 재채기나 기침을 한 후 

• 언제든지 손이 더러워 보일 때 

부록 C: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하셔야 할 일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님은 학생을 반드시 집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학생에게 증상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경우 

교직원은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증상이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에게서 즉시 격리하고 보살핌을 받는 곳에 있게 합니다. 

2.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데리러 오게 합니다. 

3. 가능하다면, 아픈 학생과 2미터 거리를 유지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교직원은 비의료용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가 있고 착용을 

견딜 만하면 비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4. 학생에게 비의료용 마스크나 휴지를 제공하여 기침이나 재채기를 가리고 하게 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가능한 한 빨리 버리고 손 

위생을 수행합니다. 

5. 학생의 체액(예: 점액, 침)을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는 경우 손 위생을 성실히 실천합니다. 

6. 학생을 데려가면 손 위생을 성실히 실천합니다. 

7. 시설 청소 담당 직원은 학생이 격리되어 있던 공간과 그 학생이 최근에 사용한 모든 곳(예: 교실, 화장실, 공용 구역)을 반드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님은 아이가 아프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질병을 공중 보건 당국에 신고하는 기준은 학교 의료 보건관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질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 제공자가 COVID-19나 기타 전염병이 아니라고 평가를 내렸거나 증상이 해소됐을 때까지 학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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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매일 건강 상태 확인 
부모님과 보호자님은 아이가 등교하기 전에 시간을 내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의 증상: 아이에게 다음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있나요? 
 

o 발열 

o 오한 

o 기침 또는 만성 기침 악화 

o 숨참 

o 인후통 

o 콧물/코 막힘 

o 후각 또는 미각 상실 

o 두통 

o 피로 

o 설사 

o 식욕 상실 

o 메스꺼움과 구토 

o 근육통 

o 결막염(눈 충혈) 

o 현기증 

o 혼돈 

o 복통 

o 피부 발진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변색 
 

2. 해외 여행: 지난 14일 사이에 본인 또는 한집에 사시는 누구든지 캐나다 밖을 여행하고 돌아오신 적이 있나요? 
 

3. 확진자 접촉: 본인 또는 한집에 사시는 누구든지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셨나요? 
 

위 질문 중 어느 것에든 "예"라고 대답하셨고 해당 증상이 기존 질환(예: 알레르기)과 관련이 없다면 귀댁의 아이는 학교에 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질병의 어느 증상이든 나타나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셔서 추가 평가를 받으십시오. 여기에는 8-1-1 또는 의사나 전문 간호사 

같은 일차 진료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질문 2나 3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COVID-19 자가 평가 도구로 COVID-19 검사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https://bc.thrive.health/
https://bc.thriv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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