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생활 수칙 등 안내
▣ 시험 관련 안내: 시험 시작 시간 및 발열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입장
1. 정기고사 실시 여부, 고사실 확인은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 이메 일 등 담당 교수의 공지 확인
2. 37.5℃ 이상인 학생은 하단의 ‘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 ’를 적용하고 정기시험에 참여할 수 없음
 교내에서는 최초 발열 확인 후 10분 간격으로 2회 발열 검사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추후 확진 및 자가격리 관련 확인서 제출)
3. 건물 출입구에서 모 든 학생 발열(열화상 카메 라, 비접촉식 체온계) 검사 후 학생증 또는 Clicker QR
코드 스캔 후 입장 가능(마 스크 항시 착용)
4. 시험 응시에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내규]에 따라 처벌

감염예방을 위한 평상시 생활 수칙

학교 안전대책

1. 마 스크 착용 필수, 주기적 손 씻기, 손세정제 사용
2. 지역별/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3. 불가피한 경우 제외 수업 외 단체 학생활동(식사
모 임 등) 자제, 학생회실 및 동아리 방 등 이용 자제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대구시 지침 철저 이행
2.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3. 발열상담실 2개소(성서/대명 캠퍼스) 운용
 간호인력 상시 근무
4. 강의실, 기숙사, 식당 등 방역, 청소 및 환기 철저,
손 소독제 비치
5. 코로나19 예방수칙 비치
6.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교원/직원 재택근무
등 조치
7. 교원/직원 마 스크 착용 필수
8. 대면 수업 및 시험 시 대형 강의실 위주 배치, 좌석
간격 조정 등

등교 시 주의사항
※ 본인과 교내 구성원,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마 스크 착용 필수
2. 대중교통 이용 시 마 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이용 후 꼼꼼히 손 씻기

비상연락처

3. 학교 건물 및 강의실 입장 시 열화상 카메 라 또는
체온계로 발열검사, 손세정제 사용
4. 개인물품만 사용(마 이크, 컵, 물병,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 금지)
5. 대면 수업 및 시험 후 즉시 귀가, 단체활동 금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시설 이용 금지
6. 기숙사 입소 시 공동 생활수칙 철저 이행

[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1. 질병관리 본부(☎1339) 또는 지역콜센터
(☎ 지역번호+120)로 연락 후 안내사항(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따를 것
※ 교내 생활 중 증상 발생 시 발열상담실 연락 후 이동
(성서: 바우어관 앞, 대명 : 아담스관 옆)
2.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연락(비상연락처 참고)
 추후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에 따른 의료기관
확인서 등 제출

□ 단과대학 행정팀
대학/대학원
인문국제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KAC
Tabula Rasa College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음악공연예술대학
체육대학
이부대학
미술대학
Artech College(대명 )
Artech College(성서)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대학원

전화번호
580-5013
580-5222
580-6363
580-5392
580-6502
580-6965
580-5032
580-6642
580-5262
258-7315
258-7614
580-6611
580-5513
580-5502
620-2122
620-2122
580-6522(뮤직프로덕션)
580-5013(문예창작)
580-6254
580-6334
620-2196

□ 교무‧교직팀: 053-580-6069
□ 학생지원팀: 053-580-6082~4
□ 보건진료센터: 053-580-6221, 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