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구성원 여러분께
<학사일정 변경 / 중국 방문 현황 조사 / 교내 건물통제 안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에 따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학 사 일 정>
교육부 권고 및 대학본부의 주요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1. 주요 행사 및 회의 취소
- (기존안내사항)White Coat Ceremony, 학위수여식, 신입생 입학식,
2020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OT 및 의학과 MOT
- (추가안내사항)주임교수회의, 전체교수회의
- (추가안내사항)제3회 경희의대·의전원 연구활성화 학술대회(잠정 연기)
2. 의학과 3학년, 4학년 임상실습 : 임상실습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
3. 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1,2학년 개강일 : 2020.03.09.(월)로 연기
위 학교 주관 행사 및 회의 이외 학생회 주관의 각 종 단체행사 및 동아리, 동문회,
향우회 등의 단체행사 자제를 권고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중국 방문 또는 호흡기 증상자 현황 조사>
또한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경유)자 및 방문 예정자, 중국 이외 지역
해외여행 후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방문 현황을 아래 이메일로 회신·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대상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 교원 대상으로는 2월4일부 조사한 바 있음. 학생 대상 추가 조사
2. 신고사항
-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경유, 예정) 현황 [가족 포함]
- 중국 이외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한 자
3. 기준일자 : 2020.01.13. ~ 현재 (향후 방문 예정 포함)
4. 작성양식 : <첨부> 파일
5. 회신방법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이메일(khsc0600@khu.ac.kr)로 회신
6. 회신기한 : 2020.02.14.(금)까지
7. 비고 : 가족(같이 거주하는 자 모두 포함)이 중국 방문한 경우도 회신 필요

<교내 건물통제>
교내 각 건물의 주 출입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출입구 폐쇄되며, 의학관 건물의 경우
제1의학관 1층 이외 모든 출입구(2층 의학계열도서관 연결문, 제2의학관(남관) 등)가
통제됩니다.
1. 출입시간 (전 건물 공통)
- 주간 : 주 출입구 08:00 ~ 18:30 (상시 오픈) [의학관의 경우 제1의학관 1층]
- 야간 및 공휴일(주말) : 주 출입문을 통하여 각 건물 캡스등록자만 출입가능
2. 통제기간 : 2020.02.07.(금) 18:30부터
3. 의학관 출입자 유의사항
- 전 출입자 발열검사 및 손소독 후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마스크는 본인이 구입하여 착용 바랍니다.

학생들과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구성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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