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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증상
아래 명시된 사항 이후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시간은 집에 있어야 하는 가장 짧은 기간입니

다.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집에 더 오래 있어야 합니다.)

발열: 100.4 ° F 이상의 체온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 시간 동안 열 없는 상태가 지속 그리고 
COVID-19 주요 증상 지침대로 따름.

새로 시작된 기침 증상 또는 
새로 시작된 호흡 곤란

증상 완화 (기침이 그쳤거나 기침이 잘 조절되고 편하게 호흡함) 24
시간 후 그리고 COVID-19  주요 증상 지침대로 따름. 긴급 의료 조
치가 필요할 수 있음. 백일해 (whooping cough) 진단을 받은 경
우 학교에 돌아오기 전에 처방된 항생제를 5 일 동안 복용해야 함.

뻣뻣한 목 또는 발열을 
동반한 두통

증상이 없을 것 또는 학교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것. 발열
이 있는 경우 발열 지침 따름. 긴급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설사: 하루에 3회 묽은 변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움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음 또는 학교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음.

구토: 이유를 알 수 없는 
구토 1회 이상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음 또는 학교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음.

피부에 붉은 발진 또는 열린 상처 증상이 없어짐, 즉 발진이 사라지거나 상처가 건조해 지거나 붕대로 
완전히 덮을 수 있게 됨 또는 학교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음.

분비물과 함께 붉게 충혈된 눈: 
눈에서 노란색 또는 갈색 분비물  

증상이 없어짐, 즉 눈이 붉게 충혈된 것과 분비물이 사라짐 또는 학
교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음.

황달: 새로 생긴 눈이나 
피부의 노란색 의사나 지역 보건국이 학교 간호사에게 내린 지시를 학교가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 비정상적으로 잠이 옴, 
기분이 안 좋거나 혼란스러움  

증상이 없어짐, 즉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학교 간호사에게 내린 
의사의 지시가 있음.

건강과 관련된 주요 사건, 
즉 2주 이상 아프거나 입원 
또는 학생의 건강 상태가 
교직원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치를 필요로 함

학교 간호사에게 내린 의사의 지시를 학교가 받은 후. 그리고 학생
을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된 후. 학생의 안전한 출석을 위한 특수 의
료 조치 사항을 직원과 논의하십시오.  

아래 사항은 의학적 조언이 아닌 학교 지침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아픈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