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코로나19」관련 보고체계 및 매뉴얼

학생복지과(2021.3.)

Ⅰ  확진환자 발생 시 보고체계

1. 보고내용: 각 부서 소속 대상자(학생, 교원, 직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2. 보고방법: 우선 유선보고 후 서면(이메일) 보고

  - 학생복지과 송명근: mksong@dau.ac.kr

  - 보건진료소 류윤아: yaryu@dau.ac.kr

  ※ 서면 보고 시, [붙임3]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보고 서식 활용

3. 조직별 보고체계

  가. 본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각 부서 모니터링 

담당자

보고 총괄관리팀(학생복지과)

☎ 200-6202~4

보고 교육부

☎ 044)203-7153~4→ →

보고 예방관리팀(보건진료소)

☎ 200-6331~3

보고
관할 보건소

→ →

보고
소속 부서장

보고
부총장

→ →

보고
총장

→

  나. 학과 및 대학(원)

각 학과 

모니터링 담당자

보고 각 대학(원) 

모니터링 담당자

보고 총괄관리팀

(학생복지과)

☎200-6202~4

보고 교육부

☎044)203-7153~4→ → →

보고 예방관리팀

(보건진료소)

☎ 200-6331~3

보고

관할 보건소
→ →

보고

소속 부서장
보고

부총장
→ →

보고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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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심환자(유증상자, 접촉자 등) 발생 시 보고체계

1. 보고내용: 각 부서 소속 대상자(학생, 교원, 직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2. 보고방법: 우선 유선보고 후 서면(이메일) 보고

  - 학생복지과 송명근: mksong@dau.ac.kr

  - 보건진료소 류윤아: yaryu@dau.ac.kr

  ※ 서면 보고 시, [붙임3]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보고 서식 활용

3. 조직별 보고체계

  가. 본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각 부서 모니터링 

담당자

보고 총괄관리팀(학생복지과)

☎ 200-6202~4

보고 교육부

☎ 044)203-7153~4→ →

보고 예방관리팀(보건진료소)

☎ 200-6331~3→

보고

소속 부서장
→

  나. 학과 및 대학(원)

각 학과 

모니터링 담당자

보고
각 대학(원) 

모니터링 담당자

보고 총괄관리팀

(학생복지과)

☎200-6202~4

보고
교육부

☎044)203-7153~4→ → →

보고 예방관리팀

(보건진료소)

☎ 200-6331~3→

보고

소속 부서장
→

Ⅲ  격리 대상자 구분

구분 내용

자가격리 대상자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

자율격리 대상자
대학에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와 밀접접촉, 유증상 등으로 

격리 조치 권고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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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 및 대응 매뉴얼

담당 내용 비고

모니터링 담당자

① 교내 보건진료소로 선보고(유선)

 - 교내 의심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건

진료소로 이송(의심환자만)

② 교내 보건진료소 조치사항 확인 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③ 자율격리 대상자 교육 실시

 - 학교 홈페이지 → 코로나19 게시판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를 위한 수칙 안내문」참고

④ 자율격리 기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후

   [붙임2] 모니터링 일지 작성

 - 1일 2회(오전, 오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 증상 악화 시 교내 보건진료소로 보고

 - 학생: 해당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 자가증상 확인 후 모니터링 담당자에 

보고토록 안내

 ※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므로 

    모니터링 미실시

⑤ 격리 해제 시 모니터링 일지 부서장 결재 후 

이메일 제출

 - 보건진료소 류윤아 yaryu@dau.ac.kr

▪ 교내 보건진료소

 - 승학 200-6331~3

 - 부민 200-8465

▪ 관할 보건소

 - 사하구 220-5701

 - 서  구 242-4000 

 - 중  구 600-4741

▪ 총괄관리팀

  (학생복지과)

 - 200-6202~4

자율격리 대상자

① 격리수칙 준수

② 자율격리 기간 동안 1일 2회(오전, 오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후 모니터링 담당자에 보고

③ 격리 해제 후 교내 보건진료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 수령

④ 격리 해제 확인서는 공결 신청 시 첨부

교내 보건진료소

① 자율격리 대상자 지정 및 관리

② 격리 해제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후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③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조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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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율격리 기간

구분 내용

유증상자

① 코로나19 주요 증상(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또는 폐렴)이 있을 경우 4일간 자율

격리 하면서 경과 관찰

②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

①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를 최우선으로 따른다.

②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 학생: 확진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와의 최종 접촉일 기준 자율격리를 

권고하며, 공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조치에 따른다.

 - 교직원

  ▪ 확진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와의 접촉시간, 접촉공간, 접촉강도 등과 

해당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장이 자율격리 기간과 출근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자율격리에 따른 공가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 인사부서와 협의 필요

붙임  1. 부산광역시 선별진료소 현황 1부.

      2. (별도 첨부) 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일지 1부.

      3. (별도 첨부)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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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부산광역시 선별진료소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연락처 주소
1

중구

중구 보건소 051-600-4741 중구로 120

2 메리놀병원
(주)051-461-2348 
(야)051-461-2300

중구로 121(대청동4가)

3

서구

서구 보건소 051-242-4000 부용로 30(부용동2가)

4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400 대신공원로 26(동대신동)

5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000 구덕로 179(아미동)

6 고신대학교병원 051-990-6610 감천로 262

7 삼육부산병원 051-600-7750 대티로 170

8

동구

동구 보건소 051-440-6500 구청로 1(수정동)

9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051-664-4000 중앙대로401(좌천동)

10 좋은문화병원 051-644-2002 범일로 119(범일동)

11

영도구

영도구 보건소 051-416-4000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12 영도병원 051-419-7881 태종로 85(대교동 2가)

13 해동병원 051-410-6682 태종로 133(봉래동)

14

부산진구

부산진구 보건소 051-645-4000 황령대로 8번길 36(범천동)

15 인제대 부산백병원 051-890-8933 복지로 75(개금동)

16 온종합병원 051-607-0129 가야대로 721(당감동)

17 동의병원 051-850-8777 양정로 60(양정동)

18 춘해병원 051-638-8000 중앙대로 60(범천1동)

19
동래구

동래구 보건소 051-555-4000 명륜로 187번길 56(명륜동)

20 대동병원 051-554-1233 충렬대로 187(명륜동)

21
남구

남구 보건소 051-607-6460 못골로 23(대연동)

22 부산성모병원 051-933-7114 용호로 232번길25-14(용호동)

23 사하구 사하구 보건소 051-220-5701 하신번영로 127번길 2

24

북구

북구 보건소 051-309-4500 금곡대로 348(화명동)

25 부민병원 051-330-3129 만덕대로 59

26 구포성심병원 051-330-3986 낙동대로 1786(구포동)

27

해운대구

해운대 보건소 051-746-4000 양운로 37번길 59

28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051-797-0100 해운대로 875(좌동)

29 해운대부민병원 051-602-8196 해운대로 584(우동)

30
금정구

금정구 보건소 051-519-5051 중앙대로 1777

31 세웅병원 051-500-9700 서동로162

32
강서구

강서구 보건소 051-970-3415 공항로 811번길 10 강서브라이트센터

33 갑을녹산병원 051-974-8449 녹산산단321로 24-8(송정동)

34

연제구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1 연제로 2 연제구청

35 부산의료원
(주)051-607-2816 
(야)051-607-2815

월드컵대로 359(거제동)

36

수영구

수영구 보건소 051-752-4000 수영로 637-5

37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051-756-0081 수영로 615(광안동)

38 좋은강안병원 051-625-0900 수영로 493(남천동)

39

사상구

사상구 보건소 051-310-4791 학감대로 242

40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백양대로 420(주례2동)

41 좋은삼선병원 051-322-0900 가야대로 326(주례동)

42

기장군

기장군 보건소 051-709-4796 기장읍 기장대로 560

43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051-720-5114 장안읍 좌동길40(장안읍)

44 기장병원 051-723-0171 대청로 72번길 6(기장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