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S 커뮤니티 여러분께, 

 

내일 수업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학생과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예방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완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신 보건부에서 나온 업데이트는 여기를 클릭 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에게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를 대상으로 발행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추가해서, 우리는 

학생과 직원 안전을 위해 저명한 국제 여행 보건 자문 회사인 International SOS 의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몇 가지 추가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내일, 1 월 28 일, 등교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지, 다음을 읽고 

판단해 주십시오.  

 

•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것 같이 1 월 13 일 이후 중국 본토를 여행한 모든 학생은 

14 일 동안 등교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 14 일은 학생이 중국 본토를 떠난 

후부터 계산합니다. 

• 같이 사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1 월 13 일 이후 중국 후베이 (Hubei) 지방을 

여행했거나 후베이 지방에서 왔으면, 열이 없고 호흡기에 이상이 없더라도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2 주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 열이 있는 학생은 곧 귀가 시킬 것입니다. 학생이 지난 2 주 동안 여행한 적이 없고, 

해열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증상이 48 시간 동안 없으면,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의문이나 걱정이 있으면, 가정의에게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 1 월 13 일 이후 중국 여행은 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 밖 다른 나라를 여행한 

학생으로 호흡기 질환 (예를 들면, 기침, 콧물, 목 아픔, 발열, 호흡 곤란)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등교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주의 조치들은 교사, 주방 직원,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 모든 어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위 조치들에 따라 하루라도 등교하지 않게 된 학생은 교사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지시 사항과 

숙제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에 못 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학교는 가능한 한 등교 

못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학생 체온을 재서 체온이 섭씨 37.5 도가 넘으면 등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선에 서 계신 분들은 

학부모님 들입니다. 뭐든지 의문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학교는 내일 아침 일찍부터 계약직 간호사 세 명을 학교에 추가로 배치합니다. 이제 학교 

간호 전문가는 모두 여덟 명이 됩니다. 발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질환에 대한 걱정이 있는 

학생들을 이 간호사들이 잘 돌볼 것입니다. Early Learning Center (조기 학습 센터) 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돌볼 것입니다. ELC 학생들은 내일 아침 등교하면 간호사가 한 

명씩 모두 체크할 것이며, 고등학교 카페테리아가 아닌 ELC 공간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moh.gov.sg/2019-ncov-wuhan


학교도 등교 중 정기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하지 않은 의료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실에서 처리하겠습니다. 

SAS 는 학교 보건 관련 직원, 의무실에 있는 아픈 학생, 의무실에 가기 위해 대기 중인 학생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치로, 우리 커뮤니티 내 환자 발생이 있을 경우 접촉한 사람 추적을 위해, 1 월 

13 일 이후 여행을 한 학부모/학생은 모두 다음 여행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비밀로 취급할 것이며, 필요 시 의료인만이 사용할 것입니다.  

 

학생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부문 교장 또는 교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 안전 조치 

사항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이 있으면, 학교 안전 위원회 Kim Criens, KCriens@sas.edu.sg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 조치들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도전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황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항상 학교에서 연락 사항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모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오, 

 

 

Tom Boasberg 

교장 (Superintendent) 

 

 

	

https://www.sas.edu.sg/coronavirus-travel-declaration
kcriens@sas.edu.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