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1. 2021-2학기 본교 대응 지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인원제한

권역유행/모임금지

대유행/외출금지

기준
(예시)
대응개요

(수도권)250명 미만
(전국)500명 미만
밀집.밀폐.밀접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건물출입

(수도권)500명 이상
(전국)1,000명 이상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1,000명 이상
(전국)2,000명 이상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교직원증/학생증/출입카드 소지자만 출입가능

1/2
도서관

(수도권)250명 이상
(전국)500명 이상

1/2

1/3

도서 대출/반납 가능
중앙도서관 자료실 내 열람석
도서 대출/반납 가능
도서 대출/반납 가능
도서 대출/반납 가능
이용가능
전체 좌석의 1/2(필요시 조정) 전체 좌석의 1/2(필요시 조정) 전체 좌석의 1/3(필요시 조정)
ECC, 중앙도서관 열람실
운영중지

전체이용공간 또는
학습공간
전체 좌석의 1/2 수준 이용
(라운지)
(필요시 조정)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 좌석의 1/2 수준 이용
(필요시 조정)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 좌석의 1/3 수준 이용
(필요시 조정)

운영중지

컴퓨터
실습실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 좌석의 1/2 수준 이용
(필요시 조정)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 좌석의 1/2 수준 이용
(필요시 조정)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 좌석의 1/3 수준 이용
(필요시 조정)

운영중지

행사
(대관)

500인 이상 행사 시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시 사전 신고 50인 이상 행사 시 사전 신고
전체이용공간의 1/2 수준 이용 전체이용공간의 1/2 수준 이용 전체이용공간의 1/3 수준 이용
(필요시 조정)
(필요시 조정)
(필요시 조정)

임대업체
및 식당

* 교내상황 및 정부 방역 지침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정부 방침 준하여 운영

대면행사 금지

COVID-19

2. 2021-2학기 수업 대응 지침

 확진자 접촉 및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 금지 및 본교로 즉시 전화 신고
(평일 주간 02-3277-2063, 휴일 및 야간 02-3277-5000)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검사 받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외출/등교 금지 필수

구분

수업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 시

해당 수업 일시적 비대면 전환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거리두기 3단계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환자 발생 시

또는 교내 전염 발생/복수 발생

또는 교내 전염 발생/복수 발생

해당 수업 일시적 비대면 전환

모든 수업 일시적

* 모든 수업 일시적 비대면 전환(검토) * 全 기간 수업 비대면 전환(검토)

등교

- 해당 수업 교수 및 학생

- 해당 수업 교수 및 학생

- 해당 수업 교수 및 학생

금지

- 확진환자 접촉자

- 확진환자 접촉자

- 확진환자 접촉자

거리두기 4단계

全 기간 수업 비대면 전환

확진환자 접촉자

- 이동경로 명확시
시설이용
제한

해당 강의실 및 이동경로

: 해당 건물 일시적 이용 제한
- 이동경로 불명확 혹은 동선 다수 시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 제한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방역

* 확진환자 접촉자 및 방역 범위 등은 방역 당국 방침 준수

전문업체 방역 실시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결정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