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대면수업 운영 매뉴얼 [교수 및 직원용]
교직원분(외래교수님 포함)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1. 경운대학교 Smart LMS에서 「교직원19 대응 일일 교직원 건강진단」을 등록하세요
- 매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시간 : “출근 전” / 미실시 교직원은 현장등록 가능합니다.

▸[PC] Smart LMS(http://lms.ikw.ac.kr/ilos/main/main_form.acl) 로그인
[모바일]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HelloLms” 검색 및 설치
‘경운대학교 Smart LMS’ 로그인
→ 강의과목(비정규과목) ‘★코로나19대응 일일 교직원 건강진단’
→ 설문 ‘[5월25일] 코로나19 대응 일일 교직원 건강상태 점검’

2. 경운대학교 푸쉬(PUSH)앱을 설치하여, [등교가능], [등교불가]여부를 확인하세요.
★푸쉬알림앱(로그인) + 블루투스켜기 유지!! → 출입경로 확인(비콘출입)
▸안드로이드폰 : Google play → 검색 → ‘경운대학교 ㈜케이엔엘정보시스템’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6.0(마쉬멜로) 이하 버전에서는 아래의 링크파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http://ikwalrim.knlsys.com/apk/ikw.noti.apk
아이폰 : App Store → 검색 → ‘경운대학교 교육’ 다운로드
휴대폰 설정 : 푸쉬알림앱 로그인 상태 유지, 블루투스 켜기
▸[문진확인] → 등교가능 or 등교불가
※ ①, 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붙임1]을 참조하세요

교직원분(외래교수님 포함)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계속)
3. 발열측정장소에서 건강상태와 발열유무를 확인하시고, ★PASS스티커★를 부착하세요. PASS스티커가 없으면 각 건물 출입이 어렵습니다.
에어샤워 설치장소 및 드라이브스루

▸우리대학교 1차 발열측정 장소는 5곳이 있습니다.
⇒ 열감지 에어샤워 설치장소
① 발열측정장소A (2호관 로비 2곳)
② 발열측정장소B (어드민센터 1곳)
③ 발열측정장소C (항공1관 로비 1곳)
④ 드라이브스루 발열측정장소 (도서관 앞)
▸우리대학교 2차 발열 측정 장소는 7곳이 있습니다.
⇒ 안면인식 열화상 감지 카메라 설치장소

2호관로비(1)

2호관로비(2)

항공관로비(1)

3호관, 6호관, 8호관, 9호관, 11호관, 13호관, 14호관

▸발열측정장소에서는...
① 1m거리를 유지하며 줄을 서십시오.
(드라이브스루 발열측정장소 : 차량간격을 유지하며 기다리세요)
②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소독을 실시하십시오.
③ ‘경운대학교 푸쉬(PUSH)앱’의 등교가능 or 등교불가를 제시하십시오.
④ 체온 측정을 위해 열화상감지기 앞에 서십시오.
(드라이브스루 발열측정장소 : 비접촉체온계를 통해 측정합니다)
⑤ “37℃”이하의 경우 ★PASS스티커★를 배부합니다.
⑥ ★PASS스티커★를 좌측 가슴 상단에 부착하십시오.
PASS스티커 없이는 각 호관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합니다.

안면인식 열화상 감지 카메라

★PASS스티커★

도서관앞(1)

교수님! 안전한 수업운영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학생 등교시 발열측정장소에서 발열유무 확인 및 ★PASS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1.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세요.

(실습실)
입실 시

2.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소독하여 주세요.
3. 수업 시작 전 학생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앉았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4.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대비하여, 어느 위치에 어느 학생이 앉았는지에 대해 기록하여 주세요.

수업
시작 전

5. 학생들의 푸쉬(PUSH)앱의 등교가능 or 등교불가를 확인하여 주세요.
6. 학생 좌측 가슴 상단의 ★PASS스티커★를 확인하여 주세요.
7. 학생들에게 마스크 항시 착용, 상호접촉 최소화, 기침예절 등을 안내하여 주세요.
8. 교수님께서는 Face mask를 추가적으로 착용 후 강의(실습)를 진행하여 주세요.
☆ 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 발생 시 ☆

수업 중

- 학생을 강의실(실습실), 각 호관 밖으로 안내하고 감염병관리단(예방관리팀 허성원 : 1033)에 연락합니다.
- 학생에게 우리 대학의 응급대응부스(2호관 로비)에 가서 추가적인 문진 및 발열측정을 하게 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 감염병관리단 담당자에게 학생 인계합니다.
- 해당 학부(과) 학과장에게 의심학생 발생을 보고하여 주세요.
9. 학생간 불필요한 접촉 자제 및 귀가를 독려합니다.

수업

10. 학생들이 사용한 책상 및 기구 등을 스스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종료 후

11. 반 대표를 통해 수업 종료 후 강의실(실습실)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수업일 모든 수업이 종료되는 17시 30분부터 대학본부의 소독방역이 실시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식당사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구분

확인내용

확인(V)

1. 식권 구매를 위하여 대기할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주세요.

식사 전

2.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3. 식권 구매를 기다릴 때는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4. 안전을 위해 식사 중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식사 중
5. 마스크 미착용 시간을 최소화해주세요.

☞ 마스크가 훼손되었거나,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2호관 미네르바광장 앞 ‘코로나19

응급대응부스’로 가셔서, 인적사항 기재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스쿨버스 이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및 스쿨버스 탑승을 제한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구분

확인내용
1. 학생들의 스쿨버스 탑승과 탑승 학생 확인을 위한 버스 타다(www.bus-tada.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탑승 전

버스 타다(www.bus-tada.com)에 가입을 하고 학생 개인 고유 QR코드를 캡처해주세요.
2.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3. 스쿨버스를 기다릴 때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행해 주세요
4. 탑승할 때 기사님들이 발열 체크를 합니다. 탑승이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꼭 검사해주세요.

탑승 후

5. 스쿨버스에 부착된 단말기에 타다 QR코드 찍어 주세요.

이동 시

6. 스쿨버스에 탑승 후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 대화는 자제해주세요.

확인(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