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삶을 준비하는 Happy Dream 행복 배움터

가 정 통 신 문
 • 발행/교장: 김재환

 • 담 당 자 : 보건실

1,4학년 건강검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2학년도 1,4학년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하
 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내부회의를 통해     
 출장검진과 내원검진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4학년 건강검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교내 출장검진 병원 내원 검진 병원

검진

방법

출장검진 차량이 학교를 방문 보호자가 아동과 검진기관을 방문

학교에서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교내 출장검진을 원치 않거나, 결석, 전입 등의 사유로 
 검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1학년 4학년 1, 4학년

7월5일(화) 7월6일(수) 2022.4.25.~7.16 

검진

기관

연세거평검진센터
(☎ 02-515-5572)

• 문진표 작성(학교에서 배부): 가정에서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사전 제출
• 교내 출장검진에 대한 자세한 준비사항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치과검진: 1학년만 해당합니다. 4학년은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별도 실시합니다.

      역곡메디홀스 병원 (☎032-349-6029)

 • 소사구 괴안동 188-13
 • 평일– 9:00~12:00,14:00~17:00,토요일:진료없음
 • 학생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는 1명만 입장 가능 
 • 문진표는 병원에서 작성: 자녀의 학년, 반, 번호, 주민번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강검진은 아래 서울연세우리치과로 이동하여 검진을 실시 함.

       서울연세우리치과 (☎032-343-7528) -1학년만 해당

 • 소사구 범안로 35-1 (영플러스빌딩,5층)
• 1학년만 해당(4학년은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별도 실시)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오후 5:30
•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오전 10:00-오후 6:30
• 토요일: 오전 9:30-오후 1:00(토요일만 점심시간 없이 진료) 

검진

항목

   1학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4학년 (건강검진)
 • 건강검진(1.4학년 공통) : 기관능력 진찰, 신체계측, 소변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1학년만), 
                          4학년 중 경도이상 비만학생만 혈액검사, 허리둘레
 • 4학년 구강검진은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별도 안내 드립니다. 

공통

준비

내용

  ★ 주의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 4학년 비만이 예상되는 학생은, 검사 당일 아침식사 먹지 않고 등교 (6시간 이상 금식): 4학년만 해당
* 검진 당일 아래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등교중지  및 검진기관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1. 열, 두통, 기침, 인후통, 오한 등 유증상, 있는 경우
  2.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자가치료 중이거나 ,진단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경우

 

2022년  4월  22일

옥 길 버 들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