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겨울방학 송도학사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송도학사에 입사함에 있어,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0-겨울방학 「송도학사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기준표」 의 사항에 동
의하고 성실히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중, ①노래연습장
②유흥주점(클럽 등)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 ⑥단란주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2주간 기숙사
입사가 금지되며, 방문 사실을 숨겨 기숙사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방역 지침을 미준수(마스크 미착용 등)한 종교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집단운동시설, 방판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4. 최근 2주 이내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2주간 기숙사 입사가 금지됨에 동의합니다.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으
며, 위반 시 퇴사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송도학사 운영에 방해가 될 시에는, 퇴사 조치 등 학교의
제재 사항에 동의하고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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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귀하

2020-Winter
Compliance Pledge for Prevention Rules of COVID-19
I give my pledge to strictly comply with the following "COVID-19 Preventive Rule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me and others in moving into the YIC dormitory.
1. I agree to and faithfully follow the matters of the 「2020–Winter Songdo Dormitory
Regulations of COVID-19 Prevention」.
2. If I have visited any other places equivalent thereto among below as ‘High-Risk
Facilities

for

COVID-19’

designated

by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⓵ singing room, ⓶ general bar(club, etc.), ⓷ old
-fashioned pub, ⓸ colatec, ⓹ pick-up pocha(hunting club), ⓺ karaoke bar, I agree
that I will be prohibited to move into the dormitory for 2 weeks from the relevant
date. and by hiding the fact of visit, I agree that legal action may be taken if an
infection occurs in the dormitory.
3. I agree that I will restrain myself visiting religious facilities, indoor standing
stages, group exercise facilities, door-sales companies, logistics centers, larg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uffet restaurants, etc. without wearing a mask.
4. If there was a case ever in close contact with a confirmed patient or
self-quarantined persons with in last two weeks, I agree that I will be prohibited to
move into the dormitory for 2 weeks from the relevant date.
5. I will thoroughly observe the preventive COVID-19 Life Prevention Guidelines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If my breach of this pledge interferes with the operation of YIC dormitory, I will
agree to and faithfully comply with the sanctions such as expulsion from the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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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n: COVID-19 Committee of YONSEI International Cam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