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2022.03.14(월)

방역당국통보

“내가” 확진자

대상

등교기준
등교금지
▼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내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내 확진자·접촉자 관련 Q&A
1. 내가 확진자인 경우 행동요령은?

1. QR 코드 스캔 하여 확진자 발생 신고서 작성
2. 학생, 교원-소속 행정팀, 직원-인사팀, 생활관생-생활관으로 신고
및 출결(근태) 사항 문의

2. 확진 치료 이후(격리 해제 후) 등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내 교육과정(수업, 시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기간 후 3일 간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3. 확진 치료 이후(격리 해제 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가능, 병원진료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세요.
4.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한양인)의 행동요령은?
인지 한 시점에 코로나19검사 바로 시행, 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 (출근) 중단,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합니다.
수동감시기간 동안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해주십시오.
5.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혹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
(스스로 검사 가능)를 이용해 검사 하십시오.
6. “내가” 혹은 나의 “동거인이”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내가”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등교금지, 격리해제 이후 음성 결과 시 등교가능 합니다. “동거인이”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나(한양인)는 등교 가능합니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을 의미합니다.
※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1판, 2022.02.10」과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 수정본, 2022.03.04」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의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