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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0 Phase 1 Phase1.5 Phase 2 Phase 3 Phase 4 해설：준비가 필요

A-1 매일 출근전 건강체크
A-2 기록용지에 기입
A-3 출근시 손씻기・가글에 힘씀
A-4 요육과 요육 사이의 손씻기・가글에 힘쓰기

A-5
직접 처우에 임한 직원은 출퇴근시에 옷을 갈아입고 청결
한 의복으로 퇴근한다

Covid19뿐만아니라 일반적 감염증 대책・위생관리
관점에서도 필요

A-6
직접 처우에 임한 직원은 요육직후에 옷갈아입고, 그 후
청결한 의복으로 퇴근한다

농후접촉을 회피할수 없는 아동과의 대응후에 청결
을 유지하기 위해

A-7 업무중에는 마스크를 착용

A-8
사무수속등을 하는데 있어서 보호자와 거리를 두고（아동
도 포함）접촉을 피한다. 대면을 피하고 손을 뻗어서 닿
지않는 거리를 확보한다.

A-9 직원끼리의 대면으로 대화함에 있어서도 주의한다
A-10 내원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철저히 Phase분류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명시함

A-11
회의나 미팅을 실시할때  공간을 확보한다. 대면으로 앉
지 말기.

A-12
조례는 홀에서 실시 하고 환기에 힘쓰며 공간을 확보한
다.

A-13
점심식사를 할때도 시간차, 공간, 대화를 삼가하고 시간
단축에 힘쓴다.

아동에의 응대

B-1 등원시에 아동에게 손씻기와 가글을 하게한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아동에게도  교육적관점에서
시도를 하고 습관화를 목표로 해나간다

B-2
요육을 마치고 학원을 나가기전에 아동에게 손씻기를 하
게한다

보호자에게도 권한다

B-3 매일 통원에서는 자신의 타올을 사용한다
B-4 Phase1이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육에 임한다

B-5
아동의 코를 풀게하거나 침을 딲은 뒤에 직원의 손씻기
또는 알코올 소독

알코올 배치의 검토

B-6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의 아동에게 발음등 마스크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페이스가드를 사용한다

페이스 가드
보호자 감정에도 배려

요육활동에 관하여

C-1 초, 풍선, 나팔, 피리,비누방울 놀이등의 활동은 피한다.

C-2 천 놀이 등 얼굴에 접촉하는 놀이는 피한다
요육중의 환경에 대한 배려
D-1 １시간마다 환기철저히：３−５분 정도

D-2
로스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시 환기（에어컨과 병용가
능）

D-3 요육과 요육사이 환기 실시

D-4
요육실의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종이 쓰레기용・플
라스틱 쓰레기용으로  3종류 준비

뚜껑있는 쓰레기통 마련
뚜껑을 씌우는 것으로 아동중에는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아동도 생김
전제조건５

D-5 볼 풀의 이용 가부

D-6 볼 풀의 소독실시
주말에 펼쳐서 소독을 실시
정기적으로 실시

D-7
특히 유아나 초기단계의 아동이 사용하는 교재에 있어서
핥거나 입을 댄 뒤에는 바로 직후에 닦아 냄

D-8 핥거나 입에 댄 뒤에는 요육뒤 닦아 내기

D-9
입에 넣은 것으로 플라스틱（목제는 제외）은 퓨 락스로
소독

D-10
요육후의 교재（몬테 포함）는 오스밴 희석액에 넣어서
꼭 짠 수건으로 닦아냄

D-11 요육 종료후에 사용한 교재・교구의 일반적인 청소
몬테 교구등 정밀한 교구에 관해서는 빈번한 물걸
레질은 최소한으로 함

D-12
요육 시작 직전에 아동들도 손을 씻고 청결한 손으로 활
동을 시작하게 한다

D-13
요육중에 눕는 자세를 취할 경우 가능한 한 목욕타욜이나
시트를 사용하고, 사용후에 세탁한다

일반 감염증 대책으로도 필요

배설에 관하여

E-1
기저귀 교환을 할때 바닥에 눕힐 경우, 시트를 지참할 것
을 부탁함. 학원에서도 일회용 시트를 준비해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함.

시트를 지참하는 것은 표준화 되어짐.  보호자에게
양육지원으로 촉진하는것도 유익 함. 잊어버렸을
때를 위해 준비해 둠. 위생면을 생각해서 일회용으
로 함.

E-2 기저귀를 버릴때는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E-3 배설후의 기저귀에 관해서는 개별 봉지에 넣어서 버림.
E-4 요강을 사용할 경우 전용시트를 깔고 그 위에서 함 기저귀 갈이 용 시트 활용

E-5
요강 사용후는 빠르게 화장실에 버리고, 좌면을 알코올
천으로 소독함

오줌을 헹군후 다음 아동에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티슈를 깔아둠

E-6 화장실 시중：한번 시중마다 손을 씻음 지금도 실시중
E-7 화장실 시중：배변 처리가 필요할 경우 장갑을 낀다 지금도 실시중

E-8
아동변기에 뚜껑을 설치하고 화장실에 흘릴때에도 뚜껑을
한다

일반 감염증 대책으로도 필요

E-9
매일 통원실의 실내 화장실 출입구에 발닦이 매트를 설치
한다

일반 감염증 대책으로도 필요
매일 검토

E-10
화장실안에서 사용할 의자는,  의복을 입지않고 직접 앉
을 경우를 위해 소독할수있는 것을 선반위에 준비해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음
빈도가 많을 것 같으면 소독제 설치방법 재검토
소독 가능한 것을 선반 위에

F-1 상을 차릴때는 마스크, 삼각두건, 앞치마를 함
F-2 식사당번 중지 1.5에서는 정리 활동
F-3 상을 차릴때는 손 씻기를 철저히
F-4 급식 시중 전에는 손씻기를 철저히
F-5 다른 그룹 상차리기에는 관여하지 않음 만일의 경우 감염을 그룹내에 한정시키기 위해

◎Covid19로인한 새로운 행동양식검토 ver3

○직원의 기본적 대응

○요육중의 대응에 관하여

○급식 장면에 관하여



F-6 아동의 책상 닦이：비누와 스폰지를 사용해서 소독함
일반 비누사용에서도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불 활성
화가 기대 됨
최종적으로 알코올 소독이 가능하면 최상

F-7 아동이 식사 하기 전에 손씻기 철저
F-8 아동의 손가락 소독 실시

F-9
아동이 식사를 할때에는 좌석을 배려해서 대면상태가 되
지 않도록 함

F-10 평소 아동이 식사하는 경우의 인원수를 감소
F-11 아동이 식사할때에 아동간의 거리를 확보
F-12 아동이 식사를 할때  직원이 같이 식사하지 않음

F-13
아동의 식사 도움 ・식사지도 에는 직원이 맨투맨에 가까
운 상태로 대응

F-14 식사차림 ・치우기、더 덜어 먹기 등은 어른이 실시

F-15
식후 양치질은 각자 자리에서 실행하고 순서대로 수돗가
에 유도

F-16
입닦이 타올을 적셔서 짜는 활동은 하지않기, 어른이 해
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세면대
에서도 흐르는 물에 할 것.

F-17 입닦이 타올은 물티슈 같은 일회용을 사용

F-18
컵이나 식사도구를 주머니에서 꺼내 준비하는 것은 식사
할때에 함

○가족의 대응에 관하여
G-1 가족에게도 건강확인을 부탁함
G-2 가족에게도 건강체크 용지에 기입을 부탁함

G-3 동석 가족은 한명만
학교휴업상태등에 따라 Phase4 에서는 유연한 대응
필요

G-4 등원 당사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원을 자숙
G-5 가족의 건강 상태에따라 등원 자숙

G-6

형제의 동반등원에 관하여 기본은 자택에 있기를 요청함
　초등학생 미만의 형제：동실에서 견학
　초등학생 이상의 형제：대응 가능한 직원이 순서대로
지켜봄

G-7
복도에서의 보호자 관찰에  관하여
　4명으로 한정하고 별실에서 모니터 견학을 실시

G-8 보호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함
G-9 4층 대기실 공간・서로 거리 둠에 관하여 검토
G-10 매일 통원：마중올때에 보호자들의 거리 두기를 궁리

H-1 집단으로 해야 할때는 배치에 있어서 배려함
H-2 집단으로 해야 할때는 10인 이하로 할것
H-3 엘리베이터에도 ３～4명으로 승차할 것
H-4 관내 소독 실시 ：손잡이 、PC・전화 등 별도 청소 매뉴얼 있음
H-5 관내 소독실시 ：화장실 과 엘리베이트 별도 청소 매뉴얼 있음

H-6
요육 후에 책상은 비누로 닦고 의자와 문 손잡이등 소독
（물로 닦기）

H-7 화장실 소독은 오스반(Osvan)으로 닦아냄
H-8 요육후에도 아동이 손댄 장소는 일반적 소독 실시 책장 등에 관해서는 먼지를 떨어내는 등의 청소
H-9 요육후에 아동이 손댄 장소의 소독 별도 청소 매뉴얼 있음

H-10
요육후 책상은 비누로 닦고, 의자 ・문 손잡이 ・스위
치・세면대 손잡이 등  소독

별도 청소 매뉴얼 있음

H-11 복도의 환기상황 확인
H-12 내원자 용 슬리퍼를 정기적으로 닦음 일반적 위생관리로서도 필요
H-13 내원자용 슬리퍼의 바닥을 이용직후에 닦음
H-14 화장실 창은 기본적으로 열어둠
H-15 배설후는 좌변기의 두껑을 닫고 물을 내림
H-16 관내의 손씻는 곳에서는 페이퍼 타올 사용
H-17 장갑 버릴때도 철저히：바깥부분을 안쪽으로 말아넣음

○환경정비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