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교내 대응내역
일자
2020.01.28.(화)
2020.01.29.(수)

내역

문서번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학생-3191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학생-320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안내

학생-3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파악
2020.01.30.(목)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교육부 - 우리대학 비상연락체계
구축

학생-3232

2020.02.03.(월)

○ 감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감염병 관리 대응팀 구성 (학생처)

2020.02.04.(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비 방역용품 구매 - 손소독제

2020.02.05.(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비 방역용품 구매 - 살균제, 마스크

학생-3329~3331

○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2월 중 단체행사 취소 안내

홈페이지

2020.02.06.(목)
2020.02.07.(금)
2020.02.08.(토)

○ 방역용품(손소독제, 살균제, 일반마스크, 체온계) 교내 배치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경기도 - 우리대학 비상연락체계
구축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비 방역 용품 구매 - 체온계, 알콜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비를 위한 전수조사

2020.02.10.(월)

학생-3322

(전 구성원)

학생-3323
학생-3383
학생-3341

○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및 사용법 홍보물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마스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학별 대응 현황 교육부
2020.02.11.(화)

결과보고
○ 유증상자 임시 격리실 X배너 제작
○ 교내 건물 출입구 손 세정기 렌탈 계획 (세스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20학년도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교직원 방학기간 내 해외
방문자 전수조사 실시 – SNS 및 공문

2020.02.12.(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학부(전공) 및
행정부서 2월 행사 자제(취소) 요청 안내
○ 전 행정부서, 학부 행정실 방역용품 배부 및 비치 (체온계,
소독제, 살균제 등)

2020.02.13.(목)

○ 2020학년도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교직원 방학기간 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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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356
학생-3367
학생-3358
사무처
학생-3375
학생-3385
학생-3381
학생-3382

일자

내역

문서번호

방문자 전수조사 중간보고 - 보직자 회의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자 변경
안내
2020.02.14.(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 보고 –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홈페이지
학생-340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비를 위한 2020학년도
재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 명단 및

학생-3422

해외방문이력 조사
○ 코로나바-19 관리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위원회
2020.02.17.(월)

회의 개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관리 기본계획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 코로나 19관련 구성원 인사지침 마련(학생처 및 기획처)
○ 재학생 및 교직원 방학 중 해외여행 전수조사 실시
(2월17일~21일)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마스크

2020.02.18.(화)

학생-3436

○ 기숙사 외국인 입주 학생 자율격리 안내 및 교육(학생처 및
기숙사)
○ 안산시청 교내 방문 및 학교 점검 (대외협력처 및 학생처)
- 현재 교내 중국유학생 현황 및 대응 계획 및 실행 업무 보고

2020.02.19.(수)

- 인력, 교내 방역지원, 유증상자 발생시 차량지원, 방역용품
지원(방호복, 홍보물)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관련 해외여행 최소화 협조 안내

학생-3456

○ 감염병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생-3447

○ 안산시청 주관 회의
- 안산시 5개 대학 :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 안산대,
2020.02.21.(금)

신안산대, 한국호텔 전문학교
-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 감염 확산 지역 거주자 파악 (전체 구성원)

학생-3478

○ 해외여행 및 국내 이동 최소화 협조 안내

학생-3486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를 위한 방역용품 구매 – 마스크,
2020.02.22.(토)

방역가운, 체온계, 의료장갑, 고글

학생-3509

○ 기숙사 및 학교 밖 자가 자율격리 대상자 관리대장 리뉴얼
(최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재구성)

2020.02.24.(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구매 - 열감지카메라

학생-3494

○ 본부동 출입구 폐쇄 및 마스크 배부

학생-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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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역

문서번호

○ 대구 경북(청도) 지역 거주자 학생 2주간 자가(자율)격리 실시
후 기숙사 입소 안내
○ 기숙사 대구지역 입소학생 자가(자율)격리 안내 및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격상 (경계→심각) 발령 통보

학생-3515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홍보용 엑스배너 설치

학생-3523

○ 각 전공 조교 회의 실시
- 전공 별 대구 경북(청도) 거주자 및 방문자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자가(자율)격리 안내 및 관리 교육,
코로나 관련 대응 협조요청, 개강 후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2020.02.25.(화)

요령 안내
○ 근무 중인 교직원 및 학생 마스크 지급 (KF94)
○ 학생처 및 기획처 회의
-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 발생 시 인사관련 지침 마련
○ 교내 학생 중 대구, 경북, 청도 지역 학적조사 확인
○ 감염병관리규정 제정안 심의요청(전략실)

학생-3524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방역용품 구매 - 폐기물 수거함

학생-3534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방역용품 구매 - 마스크

학생-3535

○ 교직원 KF94 마스크 공동구매 진행
2020.02.26.(수)

○ 안산시청 학교방문 점검
- 자가(자율)점검 일지 확인, 방역용품 구비확인, 시설확인,
대응팀, 대응방안수립 재확인, 유증상자 격리실 확인,
유증상자 발생시 방역 지원요청
○ 학부 행정실 학생수칙 안내문 제작,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개강 후 코로나19 관련 교내 행동요령, 가이드라인 제작
○ 회의시 마스크 필수 착용 안내

2020.02.27.(목)

○ 외부인 교내 출입 금지 안내
○ 교내 임산부 교직원 보호 조치 실시 안내
○ 유자녀 교직원 부서장 재량 탄력근무 실시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내 방역 계약(세스코 )

2020.02.28.(금)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를 위한 총장 담화문 발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안내
○ 교내 입장 시 전 교직원 및 학생 발열 체크, 방문대장 기입

2020.03.02.(월)

○ 학부(전공) 행정실 방문 교육 - 대구 경북(청도) 거주자 및
방문자 조사 점검, 행정실 방문자 관리대장 작성
○ 교내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 금지 포스터 제작 및 교내 부착

2020.03.03.(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를 위한 교직원 단축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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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역
○ 코로나-19 관련 본교 유학생 보호 관리 현황 안내(이상 없음)

문서번호
대외협력-2

○ 안산시청(교육청소년과) 손소독제, 방역복, 홍보물 지원접수
○ 외부방문자 제한 배너 및 현수막 제작 및 설치
○ 코로나-19 관련 공지 문자 알림(전 학생)
(다음과 관련된 학생은 감염병 관리 대응팀으로 신고 요청)
- 최근 2주이내 해외방문자
2020.03.04.(수)

- 대구, 경북(청도)거주자, 2주이내 방문자
- 국내 감염증 확산지역 거주자
- 현재 관내보건소에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자
- 특정 종교인과 접촉 또는 관련이 있는 자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살균소독제

2020.03.10.(화)

○ 우리대학 구성원 해외방문 이력 전수조사 결과보고
- 유증상 구성원 없음

2020.03.10.(화)
~03.13.(금)
2020.03.11.(수)
2020.03.16.(월)

학생지원-67
학생지원-72

○ 교내 출입구 손 세정기 설치 - 세스코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체온계

학생지원-91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마스크 (4500개)

학생지원-116

○ 스튜디오 및 강의실 사용금지 안내

학생지원-117

○ 개강 후 교내 출입통제 계획 안내
- 빨간다리 밑 ‘안심대문’ 운영
2020.03.17.(화)

학생지원-136

- 교내 입장시 선별지 제출
- 열감지 카메라 운영
- 통제선 구축 등
○ 광창 졸업생 동문으로부터 친환경 살균제 기부 받음 - 4000개
○ 코로나-19 관련 교내 출입통제 계획 홈페이지 안내

2020.03.18.(수)

- 해외방문, 종교 및 단체동,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등의 이용
자제 및 해외방문자 신고 요청
- 해외방문자는 14일 자가(자율)격리 조치 실시 안내

2020.03.18.(수)
~04.28(화)

2020.03.19.(목)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재학생 안심키트 제작
- 총 제작 개수 : 3200개 , 제작기간 : 31일

학생지원-266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조치 안내문 홈페이지 및 SNS 안내
○ 코로나-19 관련 교내 부분방역 실시 (사무처)

학생지원-264

2020.03.20.(금)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살균소독제 (세스코)

학생지원-171

2020.03.23.(월)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마스크 (4500개)

학생지원-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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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역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용품 구매 – 안심키트용 손소독제
(600개)

2020.03.23.(월)
~03.24.(화)

문서번호

학생지원-180
학생지원-160

○ 안심대문 설치

학생지원-157

○ 교내 상주 구성원 살균 소독제 배부
2020.03.24.(화)

○ 우리대학 자가(자율)격리 구성원 자율격리 해재 관련 SNS
협조 공지 안내
○ 코로나-19 감염 대비 보건실 공기 살균기 렌탈 계획

학생지원-210

○ 안심대문 대형현수막, 안심대기실 안내용 배너, 포스터 등
2020.03.26.(목)

홍보 용품 디자인 요청
○ 안심키트 구성안 계획

2020.03.27.(금)

학생지원-266

○ 안심키트용 휴대용 공병 구매 – 프레스캡 PET 3200개
- 스프레이 PET 3200개

학생지원-277

2020.04.01.(수)

○ 방역용품 구매-라텍스장갑, 알콜솜, 비접촉식 체온계

학생지원-293

2020.04.03.(금)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내

학생지원-399

○ 안심대문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 회의
2020.04.06.(월)

- 인재발굴원, 입학학생처(학생지원팀), 감염병관리 대응팀.
SABS, 예화 대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실시 및 신고안내

2020.04.08.(수)

학생지원-367

○ 안심키트용 일반마스크 구매

학생지원-368

○ 안심키트용 비타민 음료

학생지원-369

○ 안심키트용 살균티슈 구매

학생지원-370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실시 및 신고안내-SNS 문자 안내
○ 안심키트용 휴대용 용기 부착용 스티커 제작
2020.04.10.(금)

○ 보건실 공기 살균기 설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교직원 안심키트 계획

2020.04.13.(월)

학생지원-398

○ 안산시청 방역용품 수령 (비접촉식 체온계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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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405

일자

내역
○ 대면수업일 연기에 따른 방역일정 연기 안내 (4월29일)

문서번호
학생지원-426

○ 대면수업일 연기에 따른 FAQ 홈페이지 작성
2020.04.13.(월)
~ 04.24.(금)
2020.04.14.(화)

○ 교직원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심키트 제작
- 총 제작 개수 : 600개, 제작기간 : 2주
○ 코로나-19 관련 우리대학 대응내역 2차 안내

학생지원-405
홈페이지

○ 안심대문 홍보영상 촬영
2020.04.22.(수)
~ 04.24.(금)

- 인재발굴원, 입학학생처(학생지원팀), SABS, 예화 대표
○ 교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엑스 배너 설치
- 총20개

2020.04.27.(월)

2020.04.28.(화)

○ 대면수업 부분 개방 운영에 따른 지침 안내
○ 안심대문 운영지침 안내(설문지)
○ 안심대문 홍보영상 홈페이지 공지
- 인재발굴원
○ 안심대문 시범운영

2020.04.28.(화)
~04.29.(수)

학생지원-561

- 입학학생처
○ 교직원 안심키트 배부

학생지원-554

-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내 전체 방역 실시
- 세스코
2020.04.29.(수)

홈페이지

학생지원-426

○ 대면수업 대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지침 교육 및 관련
회의 실시
- 각 학부(전공) 조교, 창작실습지원센터
○ 각 학부(전공) 행정실내 ‘셀프체온측정실’ 설치
- 비접촉식 체온계, 유증상자용 KF94마스크, 일반마스크 비치
○ 2020학년도 제1차 감염병 관리 위원회 개최

2020.05.04.(월)

○ 부분개강일 대비 수칙안내-SNS (교직원, 학생)
- 안심대문 이용 수칙 동영상,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불가 등
○ 부분개강(698개 강좌), 대면수업 실시

2020.05.06.(수)
○ 안심대문, 안심대기실 운영 시작, 안심키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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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