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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적극적 방역 조
치 협조 요청

1. 관련
가. 대학학사제도과-3695('20.3.4.)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안내'
나. 대학학사제도과-5519('20.4.9.)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비대면 수업 질 담보 등 요
청'
다. 대학학사제도과-6318('20.4.23.) '대학 학사운영 안내사항 전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 안내'
라. 대학학사제도과-6963('20.5.11.) '방역 지침 준수 및 방역 관리 철저 요청'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대학에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 시 기 안내한 방역 지
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요
청하였습니다.
3. 또한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확진
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구성원에게 감염검사를 적극 권유하고, 해당 클럽 방문 또
는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숨기고 학내 시설 이용 및 수업 참여 등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3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19명으로, 확
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가 전국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학
생(유학생 포함),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의 클럽 방문 및 확진자 접촉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방문자 및 접촉자가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 보건소 등과 긴밀
하게 협력하여 이들이 신속히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69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충북 5명, 부산 4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
주 1명이며, 20대 확진자는 73명으로 61.3%(5월 13일 12시 기준)
5. 아울러, 확진자가 학교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 제한 및 소독 실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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