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IS COVID-19 GUIDELINE_July 31, 2020
In order to comply with government requirements, we will need to stagger the start of school for
each grade level. We know this may present a challenge for some families. Please know that
we will have 100% of our students at school everyday just as soon as we can. Below are the
first day of school for each for and look for more specific instructions from your child’s principal:

Before School Starts
The Gyeonggi Board of Education requires all staff, faculty and parents/students to complete
the COVID -19 related questionnaires at home each morning before coming to school.
The COVID-19 Home Survey Slip is a paper sheet where parents provide information around
COVID-19 symptoms and travel history. All students (with parent’s signature on it) and staff
should bring this paper slip as they get on the bus or as they get their morning temperature
taken. Students will be denied access to buses and the school building without the
signed form.
COVID-19 Home Survey Slip
The online-survey method caused a few issues last spring. The biggest problem of online
surveys is that the school could not track who did not submit a survey prior to coming to
school. That is why GSIS decided to apply a paper-survey method that can act as a
"ticket" or pass to attend class in-person this school year.

When School Starts
The school will be implementing the following COVID19 health protocols before and during the
time students enter the campus:
(1) - Check for compliance with “COVID-19 Home Survey Slip”.
(2) - Fever check required to enter the bus for bus riders.
(3) - Fever check for walk-in and drop-off students at the front door.
(4) - Check for temperatures of all students before lunch
(5) - Specific plan for removal of student with symptoms during school day to specific isolation
room.

(6) - Designated specific isolation room created and identified to all.
(7) - All students will be asked to wear a mask (health, surgical, or cotton) at all times on
the campus.
Exceptions are allowed for eating and where and when allowed by the teacher
supervisor.
Wearing a health mask is highly recommended for all students/staff and required for those who
are at high risk, or have respiratory symptoms or fever.
MASK USAGE GUIDELINES: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water before putting on a mask.
-Place the mask tightly on the face, fully covering your mouth and nose.
-Do not put a towel or tissues in the mask.
-Do not touch the mask while wearing the mask. If you do,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water.
-Wash your hands after removing the mask.
(8) - Frequent handwashing and disinfection will take crucial roles. Teachers will encourage
all students to sanitize their hands and disinfect their desk and keyboard before each class
starts.
Disinfect the surfaces and objects frequently touched in your classroom such as doorknobs and
desks, using the disinfectant spray before each class starts.
Wear poly gloves, spray the disinfectant to a paper towel and wipe the surfaces and objects with
it.
*The disinfectant(Medilox) achieves over 99.9% of complete disinfection in less than 30
seconds against the bacteria/fungus/virus, yet, as it has been reported to be harmless and
non-irritable to skin mucous, eyes and damaged skin,
it ensures safe and easy use.

(9) - A Infection Prevention Supply Kit will be kept in every classroom and the library and
always stocked with 2 health masks, 1 wet tissue box, 1 disinfectant spray which is used for
hand sanitizing and surface cleaning, and poly gloves.
(10) - During school hours, all windows in the building will be open at all times to ensure
maximum ventilation. When air-conditioning is operated, ventilate the room every hour.
However, use air conditioning only when it is necessary. Some studies show that the new
coronavirus can survive on the surfaces and in the air for many hours.
The risk of the spread of infection increases when people gather in an enclosed space. Air
purifiers need to remain off since it circulates the indoor air without having fresh air in from
outside.
(11) - Ensure students to maintain a safe physical distance of at least 2m from each other at
all times(at least 1m when rooms are not enough).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guidelines recommended by MOE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in the classroom.
○ Place desks to ensure the maximum distance between students, and prohibit group seating.
○ Limit learning activities that may cause infection through droplets or contact.
○ Postpone or cancel group events and small meetings.
○ Refrain from educational activities using class materials shared by students.
*During the period of face to face education, MOE required classes based on theory and
individual activities as much as possible, and to immediately switch to remote classes when a
confirmed student occurred.In term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group activities, lodging
experience activities, and volunteer visits to external organizations will be reduc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PE

(12) - Student Education on infection prevention: In the beginning of the first block class
each day, please remind students how important it is to practice the infection prevention such as
thorough hand washing and disinfecting the frequently touched objects before each
class starts, safe coughing skill, keeping a physical distance, avoiding touching their
eyes, nose and mouth with unwashed hands, and keeping a mask on.
In the beginning of each class, ask your students if anyone feels warm or has any of COVID19
suspicious symptoms.
(13)- Lunch at cafeteria: Individual lunch tables have been set at the cafeteria to ensure a
physical distance between students/staff. Only the family can sit together at the family table.
Eating in classrooms will not be allowed unless the school decides to have students have
lunch in their classrooms due to not enough seats at the cafeteria.
Times in between lunch periods will be extended to allow for disinfecting of lunch seating areas
between sessions.
(14)- Classroom times will be changed due to increased passing time, smaller groups of
students passing at the same time during passing time, and increased lunch cleaning times.
Recess will also be held in smaller groups.

학교 시작 전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 학부모/학생들은 매일 아침 집에서 건강관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정 조사표는 학부모께서 COVID-19 증상 및 여행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는
종이입니다. 모든 학생(부모의 서명이 있는)과 교직원은 버스에 타거나 아침 온도가 올라갈 때이 서류를
가져와야합니다. 학생들은 서명 양식없이 버스와 학교 건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COVID-19

COVID-19 Home Survey Slip

지난 학기에 온라인 설문지 양식을 사용해 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종이로 된 양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시작 후

학교는 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 들어 오기 전 그리고 학생들이 교내 있는 동안 다음의 COVID19 예방수칙을
구현할 것입니다.
스쿨 버스를 타기 위한 탑승 학생에 대한 열 체크 요청과 설문지 준수 확인.
(2)-정문에서 출입 학생의 열 체크와 설문지준수 확인.
(3)-점심 전에 모든 학생들의 체온 체크.
(4)-수업 기간 중 증상이 있는 학생을 특정 격리실로 이동 계획.
(5)-지정된 특정 격리실 준비 및 장소 전체 공지.
(6)-모든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항상 마스크(건강, 의료용 또는 면)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및
감독하는 교사에 의해 허락된 장소와 시간의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건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모든 학생 / 직원에게 권장되며 위험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열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1)-

마스크 사용 지침 :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스크를 얼굴에 단단히 대고 입과 코를 완전히 덮으십시오.
-마스크에 수건이나 티슈를 넣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스크를 제거한 후 손을 씻으십시오.

자주 손씻기와 소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고
책상과 키보드를 소독하도록 권장합니다.
각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소독제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문 손잡이 및 책상과 같이 교실에서 자주 닿는 표면과
물체를 소독하십시오.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제를 종이 타월에 뿌린 다음 표면과 물체를 닦아냅니다.
* 소독제 (Medilox)는 박테리아 / 곰팡이 / 바이러스에 대해 30초 이내에 99.9% 이상 완전 소독이 되며 피부
점액, 눈 및 손상된 피부에 무해하고 자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됩니다.
(8)-

감염 예방 공급 키트는 모든 교실과 도서관에 보관되며 항상 건강 마스크 2개, 물티슈 1개, 소독제
스프레이 1개(손소독 및 물체표면소독용) 및 비닐 장갑이 제공됩니다.
(9)-

학교 수업 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창문은 항상 통풍이 잘되도록 열려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작동하는
경우 모든 창문의 3 분의 1 이상이 열려 있어야 되며, 필요할 때만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에어컨 작동시에는 매
시간 환기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 시간 동안 표면과 대기에서 생존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기 청정기는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꺼져 있게 됩니다.
(10)-

학생들이 항상 서로로 부터 2m 이상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게 됩니다. (교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최소 1m). 다음은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교육부가 권장하는 지침의 예입니다.
○ 학생 사이의 최대 거리를 확보하고 그룹 자리배치는 금지.
○ 물방울이나 접촉을 통해 감염 될 수있는 학습 활동을 제한.
○ 그룹 행사 및 소규모 회의 연기 또는 취소
○ 학생들이 공유하는 수업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활동을 삼가.
* 대면 교육 기간 동안 교육부는 이론 및 개별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을 최대한으로 필요하였고,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창의적 경험 활동, 그룹 활동, 숙박 경험 활동 측면에서 지침에 따라 외부 조직에 대한 자원 봉사 방문이 줄어
듭니다.
*체육
(11)-

감염 예방에 대한 학생 교육 : 매일 첫 번째 수업 시작 시, 학생들은 철저한 손 씻기 및 각 수업 시작 전에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안전한 기침 기술과 같은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각 수업이
시작될 때 학생들에게 따뜻한 느낌이 있거나 COVID19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2)-

카페테리아 점심 : 학생 / 직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보장하고 식당에서 개별 점심 테이블이
설정되었습니다. 가족 만 가족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 충분한 좌석이 없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점심을 먹기로 학교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교실에서의 식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점심 시간 사이의 시간은 세션 사이에 점심 좌석 공간을 소독 할 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13)-

수업시간은 통학 시간 증가, 통학 시간 동안 소그룹 학생들이 동시에 통학, 점심 청소 시간 증가로 인해
변경됩니다. 리세스(휴식)시간은 소그룹으로 운영됩니다.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