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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데스크: 02-725-5526

언더스탠드에비뉴

1. 목적: 코로나 19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감염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 감염 예방
 신속대응: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조치로 확산 방지
2. 공간 내 방문 중 ‘코로나 19’ 의심 시 행동 요령
 감염 증상 의심 시 아트스탠드 관람객, 워크샵, 브리너, 분식, 카페 손님은
관리 책임자 (김영주: 02-2039-5449)에게 바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른다.
※ 증상: 발열(38° 이상 고열이 지속),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3. 코로나 19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및 비상연락망
단

발생

계

유형별

조치사항

구 분

관리 책임자
(관련 기관)

전화번호

-예방 포스터 부착
-

예방

-예방 용품 비치 및 관리

김희관

-공간 내 소독 관리
질병관리본부
감염 증상 의심환자
1

신고

개별 연락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질
병관리본부 콜센터 신고
2

3

4
5

초동

유증상자 지정 장소에 격리 및

대응

감염 동선 긴급 소독

고객센터

1339

성동구보건소

02-2286-7000

김영주

02-2039-5449

윤규삼

전체 공간 폐쇄(차량 및 방문객)

김희관

공간

입주팀 관리

강봉철

폐쇄

교육생 관리

임지연

관람객, 크리에이터 교육생 관리

이승주

파워스탠드(분식,카페,상근자)관리

황재호

방역

전체 공간 소독

이철호

사후

안전 여부 확인

관리

추가 예방 조치

김희관

4. 감염 예방 필수 용품 비치 및 유증상자 대기 공간
 배치도

D-LAB: 감염 유증상자 대기 공간
인포데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0

-손소독제는 인포데스크외에 교육장 및 공연장, 각 매장에 비치됨

0
0

5. 코로나 19 예방 조치사항
 사전 예방 조치사항
-공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예방 홍보물 숙지
-희망자에 한하여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필수 용품 사용
(위치: D동 1층 인포데스크)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비치된 쓰레기통에 버림
-출입구 손잡이, 화장실, 탕비실 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구역 점검 (일 3회 실시)
-전체 공간 소독 (주 1회 이상 실시)
-매장 인원 출근시, 체온 체크 (일 1회 실시)
-해외 출장 후 복귀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스스로 관찰
 방문객 예방 행동 수칙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
-공간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및 손 세정제 사용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주변 환경 청결 유지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6. 코로나 19 발생 시 조치 사항
 유증상자 발생 시 개인 조치 사항
-신고하기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로 즉시
신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안내에 따르며,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한다.

※코로나19 관내 선별진료소 안내 (대학병원: 응급센터 종일 진료)
구분

명칭

대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진료 시간

평일 08:30 ~ 17:30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22-1

02–2290–8114

서울 광진구 능동로120-1

02-1588-1533

토요일 08:30 ~12:30
건국대학교병원

평일 08:30 ~ 17:30
토요일 08:30 ~12:00

보건소

성동구보건소

평일 09:00 ~ 18:00

서울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02-2286-7000

강남구보건소

평일 09:00 ~ 18:00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02-3426-7200

광진구보건소

평일 09:00 ~ 18:00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02-450-1114

•개별 신고 후 공간 내 관리책임자 (김영주: 02-2039-5449)에 상황 공유
-초동 대응
•유증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관리
감독자 (김희관: 070-5038-6828)의 안내에 따라 KF94 마스크, 방역복,
방역장갑 착용 후 격리 장소인 D-LAB 으로 이동하여 1339 에 연락, 안내 받은
지침으로 이행함
-공간 폐쇄
• 폐쇄 기간: 공지일로부터 3일간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방역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소독제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알코올 성분
소독제 등)를 사용하여 전체 공간 소독
-사후 관리
•안전 여부 확인 및 온라인에 상황 공지

[참고 사항]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 (병원체) 코로나 19 (COVID-19)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2.1%**
*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0.16%☨

*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3-01-2020-statement-on-the-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2005),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2020.2.4.)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기침 시 주의사항]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화장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기침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로 손씻기가 어려우 경우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