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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Kinabalu International School we are dedicated to providing an excellent education  

in a caring, respectful environment, challenging students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as successful global citizens. 

코로나19 안전 지침 

Google 번역으로 번역 

 

이번  Covid-19 위생 및 안전 정책은 KIS 커뮤니티에서 Covid-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업 문서이며 필요에 따라 수정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Post MCO 안전 정책을 대체합니다. 

  

KIS가 위생 조치를 진지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회복 단계 동안 우수한 위생 관행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침은 KIS의 어린이, 직원, 가족 및 손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일 커뮤니티이며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 사항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수한  개인 위생 관행 

 건강 검진 및 검진 절차 

 청소 및 소독 절차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가족은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경우 KIS 입학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 및 환경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착용 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신체 활동 시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손 씻기를 권장하고 비누와 손 소독제를 학교 운동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팔꿈치나 티슈를 사용하고, 더러운 티슈나 물티슈는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새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제거하여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체의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이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에어컨 장치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유지 관리되며 

환기를 돕기 위해 팬과 창문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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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및 검진 

KIS는 교직원, 학생, 방문객을 대상으로 학교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씻기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학교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입학 전에 다음 증상을 확인하십시오. 

 

발열(+37.5C), 콧물, 기침, 인후통, 숨가쁨  

 

Covid-19 양성자와 긴밀한 접촉 

현재  SOP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없거나 밀접 접촉의 날마다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결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에 양성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MySejahtera 앱을 통해 Covid-19 양성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개인(또는 자녀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현재 SOP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요구합니다. 

양성 검사 당일은 1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일째에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자가 격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 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긴밀한 접촉을 알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경우 수업은 짧은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커뮤니티에 Covid-19 사례의 신원을 절대 식별하지 않으며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또는 명예 훼손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KIS는 우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사례 소식과 관련된 차별 행위나 잠재적 낙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다루기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에는 수면 장애, 

야뇨증, 위장 또는 머리 통증, 불안, 위축, 화, 집착 또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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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원적인 방식으로 어린이의 반응에 대응하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학교 카운슬러는 KIS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또는 우려 사항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장, 학교 교장, 학교 상담 교사 또는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School Principal          Head of Primary            Head of Secondary 

principal@kis.edu.my  khitchen@kis.edu.my  margaretrenshaw@kis.edu.my 

 

                                                School Nurse   School Counsellor 

smosigun@kis.edu.my  snaim@kis.edu.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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