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vent of an Active COVID-19 Case at School
August 21, 2020
If the school is informed that a community member ha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and that
community member has been on campus, the following steps will take place:

1. If an individual is confirmed as having of COVID-19 after school or during the
weekend, the school will announce to close the campus for all and to begin distance
learning. The KCDC will notify anyone who is identified as a close contact of the confirmed
patient as well as anyone else who should be quarantined.
2. If an individual is confirmed as having a case during the school day, the school will
immediately inform the situation via SMS (text message) to all parents and staff.
The KCDC will come to the school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ll students will stay in their
classrooms until released by the KCDC.
The school will follow th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GMOE and KCDC.
Once those guidelines are established, the school will be back in touch as soon we have
the information from the authorities as to what steps to take next.

Step 1

Step 2

Step 3

School is
Informed of a
positive case








School Nurse (1st contact)
Head of School (HOS)
Level Principals
Business Manager(BM)
Director of General Affairs
Director of Staff TFT



Nurse : Notify Public Health Center & GMOE



Level Principals :
- Immediately notify each of the teachers who should minimize the
movement of students.
- Provide list of potential “close contacts” of individuals and track
record of confirmed patient’s movements on campus

HOS & Director of
GA and staff TFT
collaborate with
public Health
Center for “Risk
Assessment”



Based on this risk assessment, Public Health
Center shall provide advice for SIS

Step 4

Step 5

Step 6



Public Health Center will instruct isolatio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to confirmed patient or anyone who may have been
exposed to the confirmed patient

School - wide
Announcement

In the event of a
confirmed case,
everyone shall
return home as
soon as possible
after confirmation
from KCDC
Health authorities
will conduct an
epidemiological
survey to
determine the
scope of
contacted cases



To the whole community (not including any
personal information)



All : switch to distance learning & work home
Lunch catering services will be closed



Confirmed Patient and close contacts of the
confirmed patient by the KCDC: will be under
quarantine. During this period, their absences
will not count against them.



Close contacts of the confirmed patient must be
taken home by personal car : 14 days selfquarantine even though test result is negative.

Step 7



Aft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chool may re-open upon
approval from the health authorities

Step 8



Nurse : Continue to observe changes

3. Once KCDC suggests sending students home, the school will notify parents again by
text message about when the buses will leave campus. All buses will operate except for
the bus which was taken by a confirmed patient. Once you receive the google survey
(ES / MS / HS), please indicate whether you will choose to pick up your child personally
from school or if they will be taking the school bus.
Adapted from the GMOE COVID-19 School Response Manual Ver 2-2
Updated Jul. 16, 2020

코로나 19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안내
2020. 08. 21.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국제학교

커뮤니티

구성원

중

발생하고,

교내에

머물렀음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학교에서 진행 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확인 된 경우:
학교는 휴교 할 것이며 모든 수업은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2. 학교 수업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 된 경우:
학교는 부모님들과 교직원들에게 SMS 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할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학교를 방문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귀가조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교실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예방 관리에 대한 모든 조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Step 2



학교 간호사 (최초보고)



학교장

코로나 19 확진자



초. 중. 고. 교장

발생 보고 절차



행정총괄처장



총무부실장



코로나 19 TFT 팀장



학교 간호사: 지역 보건당국 및 경기도교육청 보고



초.중.고 교장 :
-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교실 교사들에게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즉시 공지

-



Step 3

“밀접 접촉자” 분류 협조와 확진자의 교내 이동 동선 파악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보건당국과 학교장, 총무부 실장, 코로나 19
TFT 팀원들간의 업무 협력



보건 당국이 상황 확인 후 SIS(서울국제학교)에 통보

Step 4

Step 5



지역 보건당국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에게 자가격리 통보와 제반
준수 사항 설명

학교 전체 공지



전체 학교 커뮤니티 공지 (개인정보 미포함)

교내확진자 발생



전교생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 및 직원

확인 후, 학생들의

재택근무

귀가 조치는 질병

(학교식당 점심 미 제공)

관리본부와의 확인

Step 6

후 즉시 시행



밀접접촉자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시까지
보건당국은 확진자
와의 밀접접촉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 실시

3.

확진자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출석 인정



밀접접촉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 일간
자가격리

Step 7



역학조사 완료 후 보건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 등교 수업 재개

Step 8



학교 간호사 - 상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

학생들의 귀가조치에 대한 결정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되면 학교는 학부모님들께 버스
출발 시간을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탑승했던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버스는 모두 운행 될 것 입니다. 수업 중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학생들의 귀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학생을 픽업 또는 학교 버스 탑승을 원하시는지, Google Survey (ES / MS / HS)
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경기도 교육청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 2-2 판) 참조
2020. 07. 16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