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성인 육성
❖학교교육목표❖
1 .자 주 인
2 .창 의 인
3 . 공동체인
4 .건 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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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요령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 민감군에 있는 학생은 건강
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출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과 관련
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과 관련된 규정 및 처리 내용

가.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나. 처리내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정보(앱)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
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v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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