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10월) 일부 대면 수업 시작에 따른
한양 ERICA 가족 안내문
존경하는 한양 ERICA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제약을 받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가 1,500명 이상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전 국민의 70%이상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의 수가 한 자리수로 감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도 모든 구성원의 굳건한 의지와 적극적인 방역 협조 및
예방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큰 확산 없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를 통해 2학기 대면 수업 및 대면 활동 확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지만, 소중한 일상의 회복과 교육 정상화라는
가장 큰 가치의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도 이에 발맞춰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육부 대면 수업 기준에 맞춰 수업을 분반하고, 수업 공간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실 내 칸막이 설치, 온라인 수업 공간 마련 등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해 왔으며 자체 거리 두기 방안을 개편하여 공용 공간과 시설물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ERICA 가족 여러분,
이제, 제한적이나마 소중한 캠퍼스 생활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교육 정상화의 가치를 또다시 잃지 않고 건강한 일상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ERICA 감염병관리위원회도 지속적인 개선과 안내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2학기를 기점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21.09.16.
한양대학교 ERICA 감염병 관리위원장

대면 수업 관련 안내 (클릭 시 해당 안내로 이동)
1. 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Q&A
2. HYU ERICA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4-1차 개정) 및 관련 규정 해설
3. 2021-2학기 학부 수업 운영 안내(2021.09.08. 개정, 2021.10.01.부터 적용)
※ 적용 범위 : ERICA캠퍼스 전 학부 및 대학원 수업(서울 대학원 과목 중 ERICA 개설 수업 포함)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2021.08.24. 개정)
5.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조치
※코로나19 관련 신고 및 문의처
수업 관련 (수업 중 코로나19 방역 포함)

수업질개선센터

☎ 031-400-4214

의심 증상, 확진 등 관련 상황 발생 신고
및 기타 코로나19 관련 문의 시

한양보건센터

☎ (주간/주중) 031-400-4366
E-mail (주말/야간)
lynnlee73@hanyang.ac.kr

기숙사생 코로나19 조치 신고

창의인재원 행정팀

☎031-400-4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