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겨울방학 「송도학사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기준표」

순번

1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내용

타 객실 출입(생활안전지도사의 사전 허가 시에만 허용)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코발트 앱): 허위 기록(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조치

퇴사

가 지정한 ⓵코로나19 고위험 시설 방문 ⓶확진자 밀접접촉 ⓷코로나 증상 등
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허위 및 미 기록시 퇴사 조치)

3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코발트 앱): 연속 2일간 미 기록(코발트 앱
일별 기준 연속 2일간 미 기록시 경고 조치)

4

커뮤니티룸, 공동취사장(요리가능) 착석 또는 취식

5

통행 금지 시간 위반(24:00~05:30)

6

경고

기숙사 내(커뮤니티룸, 공동취사장, 치킨계단, 라라연, 로비, 기
타 공용공간) 3인 초과 모임(취식 포함)
주의

7

기숙사 내 마스크 미착용

※ 주의 3회 -> 경고 1회
※ 경고 3회 -> ‘규칙위반심의위원회’ 회부 및 퇴사결정
※ 주의 및 경고는 ‘송도학사 규칙위반’과 합계 적용
※ 규칙위반 누적 관리 등 모든 사항은 ‘송도학사 규칙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

2020–Winter
「Songdo Dormitory Regulations of COVID-19 Prevention」

#

1

Regulations of COVID-19 Prevention Content

Action

Entering other rooms (Only allowed after getting permission
from the dorm security)

COVID-19 self-check App (Covalt App): False recording

Expulsion

(⓵ Visiting high risk facilities ⓶ Close contact with confirmed case

2

⓷ Corona symptom categorized by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should be recorded honestly, and
expulsion from dormitory when recording false or not recording)

Corona self-check app (Covalt App): Not recording 2
3

days consecutively (Warning when the recording on Covalt App
is missed for 2 days consecutively)

4

5

Sitting or eating at community room amd common

Violating curfew (24:00~05:30)
Gathering

6

(community

of

more

room,

than

common

3

people

kitchen,

in

dormitory

Chicken

stairs,

Lalayon, lobby, any other common spaces) (Including
dining)

7

Warning

kitchen (cooking is allowed)

Caution

Not wearing facial masks in dormitory

※ 3 Caution -> 1 Warning
※ 3 Warning -> Send to ‘Regulation Violation Review Committee’ and decide
expulsion
※ Caution and Warning is counted together with ‘Songdo Dormitory Regulation
Violation’
※ Cumulating the number of violating regulations is applied equally with ‘Songdo
Dormitory Regulation Vio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