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COVID-19 2022학년도 2학기 본교 대응 지침(2022.09.01.부터)

l 확진 판정 시 본교로 즉시 전화 신고(평일 주간 02-3277-2063, 휴일 및 야간 02-3277-5000)
l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검사 받기(Ewha Safe Station 검사 권고)
l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외출/등교 금지 필수
※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아프면 검사 받고 쉬기, 사적모임 최소화)

구분 운영방안 비상계획 1단계 비상계획 2단계

비상대응계획
발동 기준 -

①전체 방역상황(중대본 발표, 지자체 권고)

② 학내감염상황
(교내 확진자 비율 

2.5% 내외/1주 기준)

② 학내감염상황
(교내 확진자 비율 
5% 내외/1주 기준)

건물출입
학생증, 신분증, 출입카드 소지자만 출입가능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수업운영
확진자 발생 시*

대체수업/시험 운영, 
해당 수업 교수자/수강자

ESS 검사 권고

대면수업 유지 교과목외
일시적 비대면 전환

(대면수업 유지 교과목은 수합 
후 별도 공지 예정)

※ 필요 시, 모든 수업 일시적 
비대면 전환

모든 수업
일시적 비대면 전환

※ 필요 시, 全 기간 비대면 전환

도서관/열람실 제한 없음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좌석의 

1/2 수준으로 운영
(필요시 조정)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좌석의 
1/3 수준으로 운영

(필요시 조정)

학습공간(라운지),
컴퓨터 실습실

제한 없음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좌석의 

1/2 수준으로 운영
(필요시 조정)

전체이용공간 또는 전체좌석의 
1/3 수준으로 운영

(필요시 조정)

고시실 제한 없음 전체좌석의 1/2 전체좌석의 1/3

행사(대관) 제한 없음 전체좌석의 1/2 학내∙외 대면행사금지

재택근무 미시행 미시행
부서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별 인원의 1/2

* 대면수업 확진자 발생 시
  1. 대체수업
     - 교수자 확진 시: 격리기간 동안 수강자 대상 사전 안내 후 대체수업 운영(비대면수업 진행 또는 추후 보강, 
                      위중증 시 대체강의자 섭외 등)
     - 수강자 확진 시: 대체수업 지원(사이버캠퍼스를 통한 수업자료 제공 또는 대면수업 녹화본 사후 업로드 등)
  2. 대체시험: 본교 학칙 제38조(시험)를 참고하여 대체시험 운영(과제물 대체, 사이버캠퍼스를 활용한 온라인시험 등)
※ 채플은 대면채플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

※ 본교 COVID-19 대응지침은 교내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