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Hygiene & Distancing Guidelines for Classrooms 
As of 20 May 2020 

 
For Teachers: 
 

● Keep the distance of two arm lengths between people - (CDMH - pg 20) 
● Air conditioning may be used, however, windows need to be opened at least a third of 

the way.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 Press Release 5/7/20) 
● Avoid unnecessary movement (IOE - pg 43) 
● Limit learning activities that may result in nasal or contact infection (IOE - pg 43) 
● Avoid educational activities using class materials shared by students (IOE - pg 43) 
● Students should stay in cohorts/classes as much as possible 
● Refrain from educational activities in which students share teaching materials. Wipe the 

surface clean if using them - (CDMH - Daily Life Distancing Guidelines at school) 
● Students should be assigned seating/area (IOE - pg?) 

 
For Students and Teachers: 
  

● Wear a face mask except when eating and designated teacher “mask off” times. 
● Wash hands frequently and thoroughly - (MOE - pg 14) 
● Do not touch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IOE - pg 49) 
● Cover your mouth or nose with tissue/sleeve when coughing or sneezing - (IOE - pg 49) 
● Cleaning supplies (wipes, disinfection spray) will be available in each classroom to be 

used as needed. This is to be combined with the daily cleanings that our CI cleaning 
staff will conduct daily. 
 

Management of Movement and Protocols for Breaks: 
  

● Teachers should be at classroom doorways to best manage transitions. 
● There will be one way movement around the floors between classrooms. 
● All classes should be released between periods at the same time so that there is no 

congregation of students entering and exiting classrooms with the use of bells. 
● The washrooms shall have entrance cards so that the numbers in washrooms can be 

managed. 
 
 
 
 
Resources: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CDMH (2020. 4. 12)  
*Ministry of Education Guidelines (MOE) (2020. 3. 24) 
*Incheon Office of Education - Korean Version (IOE) 
*CDMH - Daily Life Distancing Guidelines 

https://drive.google.com/file/d/16LdokpELGsyoKc3sIOaioJDqRyE50OIA/view?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YeqhXSnAw5R2QpKOA0Fd1qEtO5VkDojDzeylP3V4E8/edit?usp=sharing


교실 내 주요 위생 및 거리두기 지침 
 
선생님들:  
 

● 서로간에 항상 두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 - (CDMH - 20페이지) 
● 에어컨은 사용할 수 있으나 창문이 최소한 삼분의 일 정도는 열려있어야 한다. (교육부 
공식 보도 자료  2020년 5월 7일) 

●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한다. (IOE - 43페이지) 
● 코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은 자제한다. (IOE - 43페이지) 
● 학생들이 교실 내의 물건들을 공유해서 사용해야하는 활동들은 피한다. (IOE - 43페이지) 
● 학생들은 최대한 지정된 장소/교실에 머물러야 한다.  
●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공유해야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자료를 사용 할 시에는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다. - (CDMH - 교내 일상 속 거리두기 지침) 

● 학생들에게 좌석/공간을 지정해줘야한다. (IOE) 
 
학생들과 선생님들: 
 

● 식사 시간과 지정된 선생님 “마스크 오프”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한다.  
● 손을 자주 철저하게 씻는다. - (MOE - pg 14)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IOE - pg 49) 
●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 또는 소매로 막는다. - (IOE - pg 49) 
● 청결 유지 물품은 (물티슈, 소독제 분무기) 각 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채드윅 국제학교의 청소 스태프들이 매일 하는 청소와 동반된다.  

 
이동 관리와 휴식 시간 지침:  
 

●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선생님은 교실 문에 있어야 한다.  
● 교실과 교실 사이의 복도 공간에서의 이동은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 모든 수업은 동일한 시간에 끝나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종이 울림으로써 교실을 
들어가고 나가며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화장실 내 이용자 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실마다 입구 카드를 운영한다. 
 
 
 
 
 
 
 
관련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CDMH (2020. 4. 12)  
*교육부 가이드라인 (MOE) (2020. 3. 24) 
*인천광역시 교육청 - 한국어 버전 (IOE) 
*CDMH - 일상 속 거리두기 지침 

https://drive.google.com/file/d/16LdokpELGsyoKc3sIOaioJDqRyE50OIA/view?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YeqhXSnAw5R2QpKOA0Fd1qEtO5VkDojDzeylP3V4E8/edit?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