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대면시험) 대비 방역 행동수칙
1. 등교 전 / 등교 시 행동수칙
구분

행동수칙

비고

1. 건강 자가진단(자가문진) 작성 및 제출(필수) - 학교 도착 전에도 가능함
2.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 후 미 등교
3. 마스크 착용 확인
4. 시험 시간 기준 최소 20분 전에 건물 입구에 도착
등교
전

전주대학교

- 건물 출입 통제는 08시부터 개시되므로 08시부터 출입 가능함
-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고, 특이사항(발열 측정)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 시작

포털 앱
(모바일)

20~30분 전에 도착, 입실하여 시험을 준비할 것
5. 출입통제 절차 확인(숙지)

전주대학교 앱(APP) 내
‘자가문진표’ 작성

→

마스크 착용 후
건물 입실

→

QR코드
촬영

→

체온
측정

→

강의실
입실

1. 시험시간 최소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해당 건물) 도착
2. 건물 출입구 앞에서 사회적 거리 1.5~2m 유지
3. 마스크 착용 후 입실
가.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준비, 착용하고 등교하여야 함
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전주대학교 포털 앱을 통해 ‘QR코드’ 촬영 후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 마스크를 1회 수령한 경우 추가 지급은 불가함(QR코드로 확인)
4. 건물 입·퇴실 시 해당 건물 입실(IN)·퇴실(OUT) QR코드 촬영(이동 경로 확인용)
5. 건물 입실 시 체온 측정(열화상카메라 또는 체온계 활용)
등교
시

가.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37.5℃ 미만)
-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시험 장소로 이동
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37.5℃ 이상)
1) 열화상카메라로 검출 되었거나 체온계 측정 시 37.5℃ 이상이 측정된 경우,
5~10분 정도 대기 후 체온계로 체온을 재 측정함
2) 출입구에 비치된 ‘발열 증상 확인서’ 작성
3) 2차 체온 측정 시 정상(37.5℃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시험장소로 이동. 발열 증상 확인서 감독자(교수 등)에 제출 후 시험 응시
4) 2차 체온 측정 시 발열이 의심(37.5℃ 이상)되는 경우,
보건실(학생회관 2층)로 전화(063-220-2169) 후 이동하여 3차 체온 측정
–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사지원실 지침에 따라 시험을 대체하여 처리

전주대학교
포털
앱(모바일)

2. 강의실 입실 시 / 시험 중·후 행동수칙
구분

행동수칙

비고

1. 소독 및 방역 물품 확인
가. 출입구 또는 강의실에 비치된 소독 티슈 2매, 위생 장갑 2매 수령 및 활용
강의실

나. 위생 장갑 2매를 양손에 착용하여 소독 티슈(2매)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닦은
후에 1.5m 이상 떨어져서 착석

입실
시
(시험
전)

- 방역 물품이 없는 경우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여 수령
다. 마스크 필수 착용
2. 금지사항
가. 학생 간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함
나. 교수(감독자)에게 궁금한 사항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한 후,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질문하도록 해야 함
1. 에어컨은 가동하되 문/창문은 전체의 1/3 이상 수시 개방 필수

시험
중

2. 시험 중 마스크 착용
3.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시험 감독에게 말하고 퇴실 후 보건실로 이동
- 증상에 따라 보건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 진행
1. 시험 종료 후에는 남겨진 소지품(개인 물품, 티슈, 장갑 등)이 없도록 확인하여

시험
후

모두 챙겨서 퇴실해야 함
2. 건물 밖으로 퇴실할 때에는 QR코드 ‘OUT’촬영 후 퇴실
3. 단과대학 주관 하에 시험 진행 강의실 수시 방역 실시
1. 위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는 코 부분까지 덮을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착용해야

기타

함(단, 식사시간 예외)
2. 야간(18:30 이후)에 건물 내에 잔류하는 경우에도 주간과 똑같이 방역지침을 준수
해야하며, 미 준수 시 통제 인원의 통제에 따라 퇴실조치 될 수 있음

3. 협조사항
가. 사전 안내
1) 교내 건물 전체 방역 완료(2021. 6. 11.~6. 12.) 내역 공유
2) 방역 행동 수칙 숙지(필수)
가) 건강 자가 문진, QR코드 촬영, 마스크 착용, 소독 및 방역 물품 확인
나) 사전 미 숙지 시 통제 절차 소요 시간이 증가하고, 출입 통제가 매우 어려움
나. 시험 시간 최소 20분 전에 등교
1) 건물 출입 통제는 08:00부터 개시(08:00부터 출입 가능)
2) 많은 수의 학생들 또는 일부 증상자에 따른 추가 시간 소요가 예상됨
다. 증상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지원실 지침에 따름
라. 발열 증상자는 출입 통제 시 발열 증상 확인서를 작성
1) 체온 2회 이상 측정 후 정상인 자: 교수(감독자)에게 제출 후 시험 응시
2) 체온 2회 이상 측정 후 발열 의심자: 추후 학사지원실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