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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Adjustments to Class Operation Methods for Spring 2022

and Request for Cooperation
1. References
a. Academic Planning Team-200 (2022. 2. 9.), 「Plan of Operation of Classes
in Spring 2022 in Accordance with Phased Recovery」
b. Academic Planning Team-327 (2022. 2. 22.), 「Implementation of Emergency
Response Plan for Each Infection Situation in Class in Response to Omicron Variant」
c. Academic Planning Team -466 (2022. 3. 10.), 「Additional Adjustments to
Class Operation Methods for Spring 2022 and Request for Cooperation」
d. Academic Planning Team-560(2022.3.9.)「Additional Adjustments to Class
Operation Methods for Spring 2022 and Request for Cooperation」
2. As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is changing due to the decrease of Omicron
cases and clearing of social distancing, the school’s measure to allow students
to attend online classes regardless of the reason shall be suspended,
3. When classes are held in a classroom(including hybrid classes), students
must attend on-site classes and attending online classes is allowed only for
students unable to attend in-person due to COVID-19 infection 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ountries facing entry restrictions. (Please note that attending
online classes are allowed regardless of the reason as it is now for a two-week
trial period; it is intended to help each department (school) to prepare for a
smooth operation of in-person classes.
4. Given this, each department (school) is requested to inform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of this notice and cooperate in order to ensure a smooth
operation of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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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Adjustments to Class Operation Methods for Spring 2022. End.

(In the event of misinterpretatin aris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the original text in Korean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English translation.)

========================================================
1. 관련
가. 교학기획팀-200 (2022. 2. 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022학년도 봄학기
수업운영 계획(안)」
나. 교학기획팀-327 (2022. 2. 22.), 「오미크론 대응 수업 내 감염 상황별
비상대응계획(안) 시행 안내」
다. 교학기획팀-466 (2022. 3. 10.), 「2022학년도 봄학기 수업운영 관련 추가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라. 교학기획팀-560(2022.3.9.)「2022학년도 봄학기 수업 운영방식 추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2. 오미크론 감소세,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학생이
사유에 무관하게 온라인으로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침을 중단하고,
3.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경우(하이브리드 강의 포함) 학생이 반드시 대면으로 참석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입국 불가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2주간 과도기 운영 기간을 두고 현재와 같이
사유에 무관하게 온라인 수업참여를 허용하나, 각 학과(부)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학생안내 및 원활한 대면수업을 위한 준비진행)
4. 이에 각 학과(부)에서는 소속 교수님 및 학생에게 본 내용을 안내해 주시어 수업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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