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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has implemented Conditional Movement Control 
Order (CMCO) and Kingsley International School (KIS) has 
complied with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for the 
school to reopen.

To all our students who are in their home countries, we hope you 
are all adhering to “Stay at Home” to keep safe. We hope to see 
you all back in school once the world ministries allows this to 
happen. Residential Hall has kept rigidly to the SOP to ensure the 
safety of all the boarders. The objective is to ensure no students 
are left isolated or massed out on interaction from the outside 
world. Thus they are encourage to use the computers to keep up 
correspondence with their families.

All learning continues during the lockdown. All boarders 
attended to their homework, assignments and they also 
participated to the social activities like baking, cooking, as well 
as sports with social distancing in mind.

Thank you and stay safe!

Yours Sincerely,
Irene Tan,
Head of Kingsley Residenti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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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부모 / 보호자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이동 통제 명령 (CMCO)을 시행했으며 킹슬리 국제 학교 (KIS)는 학교 재개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준수했습니다.

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Stay at Home"을 고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 
정부의 통제 명령이 끝난 후 학교에 돌아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숙사에 지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표준 운영 절차(SOP)를 엄격하게 지켜 왔습니다. 목적은 
외부로부터 상호 작용에 소외되거나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들의 가족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 수업은 통제 명령 기간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모든 기숙사 학생들은 숙제, 
과제에 참석했으며 베이킹, 요리,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둔 스포츠 와 같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습니다.

감사합니다!

ACADEMIC
UPDATES

Kingsley is taking precautionary steps to ensure the school is cleaned and safe for the return to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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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E TO YOU...
Fathers Day Special

Kang Mie Seung, 
Korea

Fan Zi Wei, 
China

Chang Bo Yuan, 
China

Bai Yu Ting, 
ChinaJo Sehyeon, 

Korea

Liang Qihao, 
China



Low Ee Shin, 
Malaysia

Bian Hongrui, 
China

Du Yi Nu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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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hau Cheuk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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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 Yuhu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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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Kim Seo Yeon, 
Korea  

Lim Pei Yi, 
China



Xiao Ya Qi, 
China

Liang Shiyun, 
China

Leong Zhi Sheng , 
Malaysia  

Choi Hoi Yee, 
Hong KongKenshiro Tani, 

Japan  



The handphone is an important gadget nowadays. It is the main tool for communication for most people in this modern 
time. With the handphone, we can get in touch with our family members, friends, colleagues and business associates. 
Moreover, in times of emergencies, we are able to get almost immediate help from our contacts. Believe it or not, help is 
just a call away.

The handphone can also be used to connect to the internet and gain access to various resources such as current news, 
historical data, science and technology, health and medicine, entertainment such as movies and games, and the list goes 
on. We are able to get all sorts of information, not only on the local front but also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 other 
words, knowledge through the handphone connected to the internet is limitless.

However, the usage of the handphone is often abused.  For example, people are able to use it to send all kinds of 
messages, including threats, soliciting, cyberbullying, etc. It can also be used as a platform for cyber theft and illegal 
activities. Especially for teenagers, students and young adults, it may be used as a play gadget for games for hours.

As we are talking about the pros and cons of hand phone, we often forget that the handphone is just a tool. So, it is up to 
us to decide whether to use it as a good tool for the advantage of our learning journey or to use it as a weapon to disturb 
others or to use it to play games for hours without resting. Using the handphone to play games for long hours every day 
is detrimental to our health.

Therefore, it is up to us to decide on the good or bad usage of this gadget. If our eyes or hands are ruined due to long 
hours of using the hand phone, we cannot blame the gadget as a bad invention, which destroyed our health. This is 
because we allow the handphone to control our mind and emotion by playing games, which can dragged us down the 
drain. We should control our own mind and emotion and we should not allow the handphone to control us. The question 
is still coming back to individual, can we control ourselves….. 

Dear students, it is sad that many of you are addicted to your handphones by using it to play games or to watch movies 
for long hours. Nevertheless, I would advise you to give it a thought on the time you spend on your handphones. Time 
spent on the hand phone, should be for the good of your wellbeing and advancement in knowledge.

The choice is yours.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own future. Please choose what is right for you own good.

- Lai Wai Sinn -

핸드폰은 요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이 현대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통을 위한 주요 도구입니다. 핸드폰으로 
가족, 친구, 동료, 비즈니스 동료 등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 사태의 시간에, 우리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화 하나로 모두 해결됩니다.

핸드폰은 인터넷에 연결하고 최신 뉴스, 역사 데이터, 과학 및 기술, 건강 및 의학, 영화 및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정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연결된 핸드폰을 통한 지식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위협, 청탁, 사이버 폭력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난 및 불법 활동을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학생 및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것은 몇 시간 동안 게임을 위한 놀이 기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핸드폰이 단지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습 여정의 
이점을 위해 좋은 도구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무기로 사용할지 또는 휴식없이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장시간 게임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하다 눈이나 손이 망가졌다면, 그 기기가 우리의 건강을 해친 나쁜 발명품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핸드폰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조정해야 하며, 
핸드폰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개인에게 돌아오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하거나 장시간 영화를 보는 데 사용하여 핸드폰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슬픈일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하 생각해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지식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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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机是现今社会人们沟通和进行交流的主要工具。只要一机在手，我们就可以与家人、朋友、
同事、业务伙伴等保持联系。此外，在紧急情况之下，手机还能让我们以最快的速度向他人发
送求救的信号。通过互联网的连接，手机还可让我们得到更多的资源和各种信息。例如时下新
闻，翻查历史资料数据，科学和技术，健康和医学，娱乐,电影和游戏等等，数之不清。不仅是
地方性的信息，就连国际资讯也可以在最短的时间里获得。换句话说，通过手机连接到互联网
的知识是无限量的。

但是，手机也经常被人被滥用。例如，人们能够使用它来发送各种消息，包括威胁，网络欺凌
等。它还可以用作网络盗窃和非法活动的平台。让人沉迷于它的多功能，特别是青少年、学生
和年轻人，一不留神或是少了一份自律，就可能会演变成夜以继日、废寝忘食的沉迷手机。每
天长时间使用手机玩游戏，无形中造成我们的健康受损也毫无知觉。试问，是手机害了你，还
是你害了你自己？

由于长时间使用手机而使眼睛受损或手受伤，你可以归咎于手机害了你，影响了你的健康？为
什么不想想这是因为你允许手机通过游戏来控制你的思想和情绪，而拖垮了你。我们应该控制
自己的思想和情感，而不是让手机控制我们。所以问题仍然回到个人身上，你是否能控制自己
不允许手机的游戏控制着你放不下手机? 其实，手机的利与弊完全掌控在我们的手中。手机的
主人才是决定此工具的利与弊的关键人物。

同学们，我为你们对于手机的沉迷感到非常遗憾。在此，我建议你们重新思考自己用手机的时
间和用手机的态度，并且好好地调整你们对于使用手机的心态。请确保你手持手机的时间是用
在有益于你身心灵的健康的活动上、让你长知识、让你更加的成熟、对自己所做一切负责。

希望你们好好的想想，手机在你的生命中扮演着什么角色？选择正确的态度使用手机，而不是
沉迷。你必须为你自己的未来负责。记住，你垮了，是你的问题，而非手机害了你。因为你愿
意让手机把你拖垮，是你不愿意把它放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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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ls
provided

FREE WiFi 
24 Hours

Housekeeping 
service

Sport
Facilities

Daily Tutorial 
(English, Math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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