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세종캠퍼스 대응 지침
1.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지침 (주관: 학 생 복지 팀, ☎ 044-860-1032)
단계

조치

주무부서

◉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내에 알림 / 역학조사반 출동
1단계

- 구성원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무실 대기(이동x)
- 확진환자는 교내 선별보호소 대기 후 전용 구급차로

*정부대응팀

음압병상 이동
2단계

◉ 세종시 보건소 지시에 따른 건물 폐쇄 및 방역

(교내 선별보호소 포함)

총무팀

◉ 다중 이용시설(도서관, 식당 등) 폐쇄 및 방역
◉ 해당 건물 출입 통제
◉ 홈페이지 공지 및 전 구성원에 안내
3단계

- 캠퍼스 통제, 건물 폐쇄, 해제 예정일 등**
◉ 확진환자 사용 공간 구성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총무팀
홍보기금팀
학생복지팀

-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에 따름
-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 경과 후 근무 복귀
4단계

◉ 방역 시행 4일 경과 후 재방역
◉ 건물 폐쇄 해제 시기는 세종시 보건소와 협의

5단계

◉ 업무 개시 안내문 등 부착
◉ 확진환자의 완치여부는 세종시 보건소 결정에 따름

* 정부대응팀 조치
1. 세종시 보건소 감염병 대책반 현장 방문
2. 건물통제 및 역학조사(동선, 접촉자 파악(CCTV 활용) 후 자가 격리 등 조치)
3. 대상 건물 긴급 방역조치 실시 – 세종시 보건소 감염병 대책반 시행
4. 출입통제 : 건물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통제 범위는 상황별 결정)
** 해제 예정 시기는 세종시 보건소와 협의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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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팀
해당부서
학생복지팀
해당부서

2.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지침 (주관 : 학생복지팀, ☎ 044-860-1038)
단계

조치

주무부서

◉ 세종시 보건소로 신고(☎044-860-2841~3)
- 의심환자는 즉시 교내 **선별보호소로 이동·격리
1단계

- 의심환자 발생 사실을 교내에 알림
- 구성원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무실 대기(이동x)

학생복지팀
해당부서

- 접촉자는 판정전까지 자가격리
2단계

◉ 세종시 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

119구급차로 단독 이송(세종시 보건소 협조)

3단계

◉ 의심환자 이동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

4단계

◉ 의심환자 검사 결과 확인

학생복지팀
총무팀
해당부서
학생복지팀
해당부서

◉ 확진 판정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지침 수행
◉ 음성 확인
5단계

→ 정상체온 회복 및 기침증상 완화시점부터 48시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한 뒤 건강센터(☎ 044-860-1038)에 신고

학생복지팀
해당부서

후 등교 → 증상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재검사
* 의심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나 지역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선별보호소(교내) 위치 – ①학생회관 광장(학생회관 앞)
②중앙광장(농심국제관 앞),
③호연학사(진리관과 미래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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