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고려대학교 대응 지침
2020년 6월 15일

코로나 19 대응 지침 I (2020년 6월 15일 현재)
유증상자 – 등교 중지
①: 코로나 19 지역 전파 국가 체류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②: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접촉한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③: ① 에 해당하는 유증상자와 접촉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④: 국내 특정 유행지역·장소 체류자로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등교하지 말고 -> 전화: 1) 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전화 à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하세요
2) 학교 02-3290-1571 (외국인 02-3290-5119) 로 전화 보고
: 반드시 마스크 (일반)를 착용하고 안내 받은 선별의료기관으로 방문하세요.
• 그 외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3-4일간 집에서 안정하십시오.
호전되지 않으면 1339 전화로 의료기관방문을 상담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지침 II (2020년 6월 15일 현재)
무증상자 – 해외 입국 및 국내 유행 지역 체류 시 등교 제한
• 국내 특정 유행 지역,장소를 방문한지 14일 이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고려대학교 지침에 따라
등교 자제를 권고합니다.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를 금지합니다.

: 해당 교직원 및 학생은 전화 02-3290 –1571 (외국인 02-3290-5119) 로 반드시 사전 연락바랍니다.
-> 관찰 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전화 à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하세요
-> 귀국일 기준, 14일 경과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목구멍 통증 등)이 없으면 등교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지침 III (2020년 6월 15일 현재)
대면강의 시행에 따른 등교시 유의사항
1. 구성원 스스로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개인간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 등교 전 : 유증상 (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1) 등교하지 말고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교 건강센터 02-3290-1571 (외국인 02-3290-5119) 로 신고
2) 외출 자제 후 3~4일간 경과 관찰
3) 38 ℃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전화 à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하세요
3. 등교 시 / 등교 후
1) 캠퍼스 건물 출입 시 발열 체크 : 체크 확인 스티커(매일 변경) 부착
2) 건물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학생증 제시 : 강의실 내에서 모든 인원 마스크 착용 (미 착용시 입실 금지)
3)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유증상시 임시 대기소(교내 건강센터)로 이동 후 조치,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코로나 19 대응 지침 III (2020년 6월 15일 현재)
유증상자 임시 대기소 위치 (2곳)

하나스퀘어
102호

중앙광장
112호

인문사회계 캠퍼스 (중앙광장 112호)

자연계 캠퍼스 (하나스퀘어 102호)

COVID-19 高丽大学对应指南
2020年 6月 15日

COVID-19 应对指南 I (2020年 6月 15日 目前)
有症状者-停止返校
① 停留在COVID-19发生地区传播国家后14日内出现发热或呼吸道异常症状时（咳嗽，咽喉疼痛等）
② 与已确认患者有症状期间密切接触后，在14天内出现发热或有呼吸道异常症状者(咳嗽、咽喉疼痛等)
③ 与相当于①的有症状者接触后出现发热或呼吸道异常症状时 (咳嗽，咽喉疼痛等)
④ 2月8日以后停留在国内特定爆发流行区域者出现发热或呼吸道异常症状时 (咳嗽，咽喉疼痛等)
请勿来校 à 电话至 1）无需区号直拨 1339 或 管辖地保健所电话 à 请按照提示访问指定医疗机构！
2）同时须向校方汇报：02-3290 –1571 (外国籍：02-3290-5119)
☛ 一定要佩戴普通口罩访问指定选别医疗机构
• 除此之外的情况下出现发热或呼吸道异常症状时，请在家休息并观察3-4天后，如无好转请致电1339咨询访问
医疗机关为盼。

COVID-19 应对指南 II (2020年 6月 15日 目前)
无症状者– 海外入国及国内爆发流行区滞留时返校限制

· 停留在国内特定爆发流行区少于14天的学生及教职员工，根据高丽大学对应指南劝告自制返校。
· 从海外入国，以返回韩国日计算未经过14天的学生及教职员工，根据教育部对应指南禁止返校。
☛ 相关教职员及学生请务必事先电话至：02-3290-1571（外国籍：02-3290-5119）
-> 在观察期间，有发热及呼吸道症状时请拨 1339 → 按照提示访问指定医疗机构为盼。
-> 以回韩国日为基准，14天后未出现发热及呼吸道症状（咳嗽、呼吸困难、咽喉疼痛等症状之一）方可返
校。

COVID-19 应对指南 III (2020年 6月 15日 目前)
返校实行面对面授课注意事项

1. 各位同学请自觉遵守个人卫生守则：个人间保持距离，发热检查，佩戴口罩
2. 返校前：有症状(37.5℃以上发热或呼吸道异常症状）时
1) 请不要返校，拨打所属学院行政室或学校健康中心 02-3290-1571(国际学生: 02-3290-5119)进行报告
2) 自制外出后观察3-4天
3) 持续38℃以上高烧或症状无好转时，
无需区号直拨1339或 管辖地保健所电话 → 按照提示访问指定医疗选别机构
3. 返校时/返校后
1) 校园内设置的发热检查所(5处)或出入建筑物时发热检查: 粘贴检查确认贴纸(每天更改)
2) 出入建筑物时佩戴口罩，出示学生证: 在教室时，所有人员佩戴口罩(未佩戴口罩时禁止入室)。
3) 减少个人间的接触，有症状时前往临时待机所(校内 健康中心)后处理，下课后立即回家。

COVID-19 应对指南 III (2020年 6月 15日 目前)
有症状者临时待机所位置 (2处)

韩亚广场
102室

中央广场
112室

人文社会 校园 (中央广场 112室)

自然科学 校园 (韩亚广场 102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