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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출결사항 안내(5월부터 적용)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 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5월 1일자로 개편된 ‘코로나19 대응 출결 처리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부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만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오니 가정에서도 담임선생님께
출석인정결석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 사항에 맞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까지
증빙서류로 인정되었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5월부터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동거인 확진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이 PCR 검사 또는 병원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지만, 증상이 없는데, 혹시 모를
감염 우려로 다른 친구를 배려하여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유형
확진자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권고]
양성, 실거주 동거인
결과 확인 시까지
확진자 등)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
‧
‧
‧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추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불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인정 기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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