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Morning Protocol (as of Aug. 2022)

● MOE’s basic guidelines such as self-check (Orange Pass), hand washing, ventilation, and wearing
a mask (KF 80 or higher recommended) continue to be maintained, you must SUBMIT the
Online Orange Pass BY YOURSELF every morning with your sincere heart when you come to
school.
● Paper passes are no longer used as there is no need to show the pass to the staff when entering
school.

● Monitor your child’s health condition at home.
● Take the temperature of your child and fill out the online orange pass.
● Provide your child with extra masks to wear on school campus.

Parents

☛ If you test your child because they are showing mild COVID-19 symptoms and there
is a negative result, they may come to school once you have notified the school nurse of
the symptoms and the negative outcome.

☛ Inform the school immediately if a student or a co-habitant is diagnosed with
COVID-19. (nurseoffice@siskorea.org, 031-750-1317/1391)

Students
(taking
school bus)

●
●
●
●

Temperature taken at home.
Masks must be worn throughout the whole day and on the bus.
Disinfect hands with hand sanitizer.
Temperature will be taken by monitor prior to boarding.

● Temperature taken at home.

Students (not
● Masks must be worn throughout the whole day.
taking the
● Disinfect hands with hand sanitizer.
school bus)

● Temperature will be checked by thermal-camera.

COVID-19 대응 등교 절차 (2022년 8월 )

● 자가진단(온라인 오렌지 패스) 실시, 손씻기, 환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KF80 이상 권고)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계속 유지되므로 매일 아침 등교시 온라인 오렌지 패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시 오렌지 패스를 교직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므로 종이 패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정에서 학생의 상태를 관찰해 주세요.
● 매일 아침 발열 확인 후 온라인 오렌지 패스를 작성해 주세요.
● 학생에게 교내에서 사용할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주세요.

학부모

☛ 가벼운 COVID-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등교에
제한은 없으나,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학교 간호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COVID-19에 확진되면, 학교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urseoffice@siskorea.org, 031-750-1317/1391)

학생
(통학버스 탑승 )

학생
(도보 /자가차량)

●
●
●
●

매일 아침 가정에서 발열체크를 합니다. .
버스를 포함한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로 손을 닦습니다.
버스 탑승 전에 모니터가 발열 확인을 합니다.

●
●
●
●

매일 아침 가정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손소독제로 손을 닦습니다.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등교시 정문(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