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 안전관리
가. 목 적
∘ 학교 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붕괴, 화재 및 안 전사고로 부터
교직원 및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기 위함.

나.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연2회 안전점검 실시

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예방대책
1) 안전관리 체계 확립
총 무 과

∘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 무 과

시 설 과

∘국유재산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 및 복구지원

∘재난시설물 복구 및 대책

2)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대상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 교육시설 중 안전이 우려되는 D․E급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나 시설규모에 관계
없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C급 시설에 대 하여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관리
<재난위험시설 지정 절차>
①시설물 이상발견 → ②자체 기술직점검 → ③정밀안전진단 →
④재난위험시설지정 → ⑤응급조치 및 대책수립 → ⑥교육부보고
나) 일반관리대상시설
∘ 시설물의 신축년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해빙기
(1~6월)와 동절기(7~12월)에 각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다) 기타시설물
∘ 교내 모든 시설물인 공작물이나, 옹벽, 석축 등을 안전관리 대상으 로 지정 ․ 관리
※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 각 건물별로 등급을
정하여 C급의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D․E급의 경우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함.

3) 재난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가) 운 영
◦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구조물
의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상태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수, 보강조치를 취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

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 관련법에 의한 중복적인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함.
(1) 일상점검 - 매월 1회(학교 안전점검의 날 4일)
(2) 정기점검
◦ 초기점검 – 준공 후 90일 이내에 실시
◦ 정기점검 - 년2회 실시(전반기:5~6월, 후반기:11~12월중)
(3) 긴급점검 - 필요시 즉시
(4) 정밀안전진단 - 필요시 즉시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지침(재난 및 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시행
(가)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지역 : 매월1회 이상
-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 매반기 1회(1~6월, 7~12월)
◦ 수시점검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점검실시
(나)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
∘ 건축물
∘ 축대옹벽

방법
정기·수시점검

∘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 전기시설

정기검사
-자체점검

∘ 소방시설

-화재예방을
위한안전점검

점검기관

주기

관련법규

시설관리

연2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책임기관
상국승강기

필요시

제 34조의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원

연1회

전기안전공사

3년1회

소방서

연1회

화재보험협회

이상

제 17조
전기 사업법 제65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다) 학교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방법
- 일상점검 운영
▸ 점검시기: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은 단위별로 일상점검을 실시(매월 4일)하고 실시
결과 후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작업의뢰서로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과로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 안전점검요구
- 정기점검 운영
▸ 점검시기: 학교의 점검시기는 하절기(5~6월), 동절기(11~12월) 각1회 실시
▸ 별도의 점검계획에 의거 시설과 직원을 주축으로 정기점검 실시

(라)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책임자․담당자 지정
-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책임자
소속

시설과

담당자

담당분야

전화번호

비고

건축팀장

건축분야

033-640-2066

토목팀장

토목분야

033-640-2068

기계팀장

기계·가스분야

033-640-2112

점기팀장

전기·통신분야

033-640-2070

심험실안전
관리자

실험실분야

033-640-2501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담당자
소속

시설과

담당자

담당분야

전화번호

비고

주무관

건축분야

033-640-3000

강릉캠퍼스

주무관

건축분야

033-640-2065

강릉캠퍼스

주무관

건축분야

033-760-8071

원주캠퍼스

안전관리자

실험실

033-640-2112

강릉캠퍼스

주무관

토목분야

033-640-2772

강릉캠퍼스

주무관

기계설비분야

033-640-2112

강릉캠퍼스

주무관

기계·전기분야

033-760-8070

원주캠퍼스

주무관

가스설비분야

033-640-2067

강릉캠퍼스

주무관

전기설비분야

033-640-2685

강릉캠퍼스

주무관

통신분야

033-640-2110

강릉캠퍼스

주무관

전기분야

033-760-8074

원주캠퍼스

(마) 분야별 안전점검 방법
○ 건축·토목 분야
- 일상점검: 육안과 간단한 측정 기구에 의해 검사하고 건축물및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 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주변 환경의 변경사항을 기록 유지
-

정기점검: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비파괴 시험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체적인 구조체의 변형 여부와
구조부재의 노후화 상태의 유무에 대한 자료를 얻어 기록하고
분석평가에 이용

- 긴급점검: 구조물의 손상이나 재료의 급격한 성능저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긴급한 사용 제한이나 금지의 여부 판정,
응급보수, 보강등의 안전조치 실시
- 정밀안전진단: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잔존수명을 예측하여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 모색
○ 전기·통신 분야
- 일상점검: 설비의 운전 상태를 일정한 주기마다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설비를 정지시켜 일정한 주기마다 점검 실시
- 보통점검: 설비를 정지시켜 점검, 주기는 6개월
- 정밀점검: 설비의 분해점검, 주기는 3~5년
- 긴급점검: 천재지변, 기기고장, 순시 점검이나 운전 중 이상의 발견 시
행하는 점검
- 점검절차: 점검 및 보수를 할 때에는 운전 중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설비의 설치위치와 운영사정을 감안 하여
실시하고 주기에 의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활용 하거나, 기구
계측기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각 설비의 점검 결과나 손질, 수리
사항 기록 보존하여 향후 시설개선과 합리적인 보수 활동에 활용

○ 기계 분야
- 일상점검: 보일러, 펌프 등 각종기계의 작동상태 및 배관의 누수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 사항을 기록유지
- 정기점검: 각종 기계 설비의 기능과 부식 마모를 확인 하고 문제점이
발생 하면 기록 ․ 보고하고 교체 및 보완의 방법과 시기 등을 분석평가
- 긴급점검: 기계설비의 작동불량 및 누수 등 급격한 상황 발생시 그에
따른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금지 여부를 판정하여 응급보수 ․ 보강 등의 안전 조치
○ 가스 분야
- 일상점검: 불완전한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하며, 1일 1회 이상 육안으로 가스배관, 가스기구,용기 저장소 등을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 정기점검: 모든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실시하며,
검지 기구를 이용하여 배관연결부, 호스연결부 가스 기구 등의 누설
여부를 점검하고 전체적인 시설의 위험성 및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록 ․ 보고
- 긴급점검: 가스 시설물의 손상, 고장, 누설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대처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응급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 이후의 사고를 예방
○ 소방 분야
- 일반점검: 건물책임자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무과에 보고
- 기술점검: 대학소방 안전관리자와 시설과 기술 분야 담당자가 합동
으로 분기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 및 시설과에 보관
- 정밀점검: 하반기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미비 사항
발견 시 당해 연도에 보완 조치
○ 공사현장 분야
- 건축규모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하여 항시 제반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안전점검 실시 방법에 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

(바) 분야별 안전점검 내용
○ 건축 분야
- 기둥, 보, 벽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상태
- 계단난간, 옥상 파라페트의 안전성
- 마감자재의 탈락여부
- 기초 굴착부분의 토사붕괴 예방대책
- 공사현장 품질관리 실태
- 동바리, 외부비계 낙하물 방지망 등 가설자재의 설치 상태 등
○ 토목 분야
- 절성토 비탈면 안전성 여부
- 옹벽, 축대, 담장 등 안전성 여부
- 옥외 지중매설관로 이상 여부
- 지하저수조 및 배수지 침수여부
- 공동구 방수누수 여부
○ 기계 분야
- 보일러실 등 각종 기계실 안전성 여부
- 저지대에 설치된 각종 배수펌프 작동 점검
- 옥외 가스저장소 안전여부
- 급수탱크(저수조, 고가수조) 관리실태 및 안전성 여부
- 오수정화시설 관리 및 작동상태
- 각종 저수조의 상태점검
- 각종 소화설비 작동상태
○ 전기·통신 분야
- 각종 전기, 통신선로 이상 유무
- 전기, 통신시설물 일상점검 실태
- 피뢰설비 유지관리 상태

- 배수펌프 및 동력반 유지관리 및 점검실태
- 현장 임시전력 안전관리 실태
- 지하변전실 건물주위 배수로상태 및 누수여부
- 자동화재 탐지설비 작동상태
- 교환실 관리 및 기기 작동상태
○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가스보일러 흡․배기구시설 설치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여부
○ 소방 분야
- 소화기 및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방화셔터의 정상 작동상태 점검
- 피난, 소화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사)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 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 시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긴급 복구 필요 시 즉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필요 조치
○ 경미한 시설물
- 소요예산이 미비한 경우 즉시 보수 ․ 보강 등 보완조치하고 소요예산이
과대한 경우 예산요구 ․ 반영하여 보완조치

2. 영동지역 특성상 풍∙수해∙폭설 시 취약지구 안전관리
가. 목 적
∘

영동지역 특성상 잦은 자연재해(풍,수해,폭설,강풍)에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으로 재해를 최소화
∘

재난 발생 시 구성원 간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능별 역할과 관리기능 간
대응체계를 정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예방 및 최소화

나. 근무 계획
∘ 기상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자연 재난
으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편성,재난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 적용시기 : 위기 경보 “관심” ~ “경계” 단계
- 적용분야 : 풍수해(태풍·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 주관 : 총무과, 시설과
- 협조 : 소방방재청, 교육부내 재난관리, 유아·학생·지도, 안전관리부서
강릉시 재난관리과

- 재난상황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
구분

근무기준

평상시

태풍

(상시대비)

호우

상황관리

보강시

태풍

◈ 기상통보

(사전대비)

호우

비상1단계

태풍

(주의)

호우

비상2단계
(경계)

비상3단계
(심각)

태풍
호우
태풍
호우

◈ 24시간

발표 시
◈ 기상예비
특보 발표 시

근무
인원
2명

2명

2명

근무편성
◈ 재난업무담당자(주간)
◈ 당직자(야간·휴일)
◈ 재난업무담당자(주간)
◈ 당직자(야간·휴일)
◈ 재난업무담당자(주간)
◈ 당직자(야간·휴일)
◈ 총무과 1명(주간·야간·휴일)

◈ 기상주의보
발표 시

2명

◈ 시설과 1명(주간·야간·휴일)
◈ 당직자(야간·휴일)
◈ 총무과 1명(주간·야간·휴일)

◈ 기상경보
발표 시

전원

◈ 시설과 1명(주간·야간·휴일)
◈ 당직자(야간·휴일)

- 재난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사항
구 분

대응·조치 사항
▶ 근무 시간 중: 총무과 책임으로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1단계
(평시 ∼ 주의)

▶ 근무 시간 외: 총무과 주관하에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 비상연락망 점검
▶ 취약지구 교내 순찰강화 등
▶ 총무과 주관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총무과, 시설과 직원 투입하여 24시간 상황 관리

2단계
(경계)

▶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와 연락망 유지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재해 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 및 대처
▶ GWNU SMS시스템을 활용한 전 직원 소집 및 대응 상태 유지 등
▶ 강릉원주대학교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3단계
(심각)

▶ 총무과, 시설과 직원 전원 투입하여 24시간 상황 관리
▶ 재난 발생 시, GWNU SMS시스템을 이용한 전 직원 알림 및 긴급
(비상연락망 전화 병행 알림) 등

3. 감염병(전염병) 예방 및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가. 감영병(전염병) 예방 안전관리
∘ 과거에 비해 강화된 방역체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09년 신종인플루엔자,
’10년 유행성 결막염, ‘11년 수두 및 수족구병, ’15년 메르스 등의 발병
으로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반복 유행

∘ 집단발생 감염병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수립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치료율은높이고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학내 건강증진에 기여
- 감염병 예방 교육, 면역 증강, 환경 위생 개선 등으로 개인별예방․대응 능력제고
- 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적용으로 학내 감염병 위기 관리능력 제고

1). 추진 체계
가) 주관 기관: 학생처 내 보건실, 원주캠퍼스 보건소 분원
나) 협조 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강릉의료기관

2).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평상 시)
-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 준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보건교육 실시
- 교내․외 방역 소독 실시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접촉이 많은 부분 및 화장실,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
※ 의무소독대상 건물이 아니어도 소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소독을 실시
하고 감염병 유행 및 정기소독 외에 필요 시 간헐적인 소독 및 구서작업을 실시
- SNS 홈페이지, 학내 신문 및 방송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 국내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로 사전 감염병예방 강화
- 격리병상 및 예방조치 물품 확보로 감염병 발생 대비
- 감염병 관련 대응 매뉴얼 작성․보완 및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시스템화
나) 감염병 대응체계(확산 시)
- 기관별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조직 운영
- 환자 조기발견 및 이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 조치로 학교 등 기관 내 확산 방지
- 추정원인 및 전파 경로 관리
- 감염병 유행 시 출입 외부인의 감염병 관리 철저
-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다)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판단기준

주요조치사항

1단계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 관련정보 수집·전파

관심

▶ 국내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대응태세 점검

(Blue)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 학생 및 교직원 홍보 및 예방 교육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2단계
주의
(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 국내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 감염병 확산정보 전파 및 예방활동 강화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교외수업, 체험활동 등 단체활동 자제

▶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협조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감시 강화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후
3단계
경계

타지역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 타 지역 전파

(orange) ▶ 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 전파
▶ 수인성 감염병 타 지역 전파

▶ 감염 의심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교외수업, 체험활동 등 단체활동 자제
▶ 방역기관 등 협의하에 휴교·휴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 전파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업 결정

▶ 유관기관 합동대응
4단계
심각
(Red)

▶ 해외 신종 감염병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 교육기관 확산 징후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재출현 감염병 교육기관 확산 징후

▶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 수인성 감염병 교육기관 확산 징후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각종 단체활동 일체 금지

나.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 식중독 사고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으나, 특히 개학기(3월, 9월) 및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감독 및
학교 급식 관계자 식중독 예방교육강화를 통해 사전 대비 필요

∘ 방학기간 미사용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학생 및 조리종사원 손 씻기 실천 등 개인위행 관리 철저
∘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급적 가열조리 식단으로 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1) 식당 운영 현황 및 주요내용
가) 식당 운영현황
식당

규모

좌석수

일일식수(학기중)

일일식수(방학중)

학생식당

1885.5㎡

820석

900

300

문화관식당

676.1㎡

110석

300

200

나) 학교 급식 시설 위생 점검 실시
- 시기: 연 2회 불시 전수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 기관: 식품의약안전청, 시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 방법:
▸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으로 가검물 채취 등 세균검사 실시
▸ 학생지원과 담당 직원 중심으로 급식현장 불시점검 실시
▸ 방학 후 , 개학 전 취약시기에 식재료업체, 위탁급식업소 등

식약청 주관

으로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구 분

점검(시행)시기

관련기관

취사실 위생 점검

일일/매주

학생지원과, 강릉시청,
강릉시 보건소

식기, 주방기기 등
집기 소독

월1회
(칼, 도마, 장갑은
매일)

학생지원과, 강릉시청,
강릉시 보건소

식당종사자 위생교육

일일/매월

학생지원과, 강릉시청,
강릉시 보건소

원산지 공지 및 검식 활동

일일/매주

학생지원과, 강릉시청,
농산품풀질관리원

다) 칼, 도마, 고무장갑 사용용도 구분하여 사용
- 전 처리 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용도별 구분 사용
※ 흰색도마(야채용), 빨간색 도마(김치류), 초록색도마(완제품),
다) 생야채 전 처리 전 염소 소독처리
라) 식당내 손세정제 및 발판소독제 비치 사용

노란색도마(수산물) 등

-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손 세정 및 수시로 손 세정
- 주방 외부 출입 시 신발교체 착용 및 발판소독
마) 식기, 주방용품, 식당 정기소독 및 살균
- 월 1회 식당 전체 소독 실시
- 칼, 도마, 고무장갑 등 매일 자외선 살균소독
- 수저 열탕 소독기 사용
바) 식당종사자 개인위생 점검 및 교육 강화
- 일일 오전조회 개인 위생체크
- 보건증 수시 점검 확인
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사용
- HACCP 인증 받은 유통 식자재 업체 선정
- 냉장/냉동 탑차를 통한 식자재 입고
- 유통기한 확인 철저
- 무표시 제품 사용 엄금
- 식사재 검수활동(품질, 원산지, 유통기한 등) 강화
아) 존식 냉장 보관 및 남은 음식물 전량 폐기처리
- 매끼 제공된 음식물을 보존용기에 보관
-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및 전량 폐기처리
- 식당 내 음식물 외부 반출행위 금지
자) 원산지 공지 및 검식활동 강화
-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고추가루 포함),생선류 원산지 표시 강화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수시로 배식음식 검식
차) 주방시설 보수 및 정기적인 대청소 활동
- 주 1회 주방 및 홀 대청소 실시
- 노후 주방시설 점검 및 교체
카) 위생교육 강화
- 일일 아침 조회 시 주 2회 이상 위생에 대한 교육실시
- 각종 대외 위생교육 참가

2)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가) 주관: 학생지원과(소비조합)
나) 대상 : 노후화된 급식시설
- 전 처리실 및 조리실, 세척실 등 작업 공간 구분 확보
- 식기소독기 및 보온·보냉 배식대 등 시설구비 확충
- 안전한 작업환경 및 능률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운영
3)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사고 접수 → 정황 파악(섭취일시, 섭취음식물, 배식수량 등) →
강릉시보건소(식품의약과) 보고 → 대학 보고(동시 진행)

나) 총장 책임 하 ｢학교 식중독 대책반｣ 가동
- 응급환자 이송, 학사행정조치, 언론 대응, 치료 및 보상대책
- 급식중단 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
- 관계기관(보건소 등)과 정보 공유
다) 유관기관(보건소 등)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 협조
- 학생지도, 가검물 채취(환자, 급식종사자, 먹는 물, 보존식, 조리기구 등)
- 식중독 환자가 완치 시까지 학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실시
라) 식중독 원인 조사반 구성 및 문제점 조사
- 영양사 1인, 음식 조리원 2인, 학생지원과 1인 등으로 구성
마) 사고 보험접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 시 보험처리

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시스템 강화
- 전문 교육프로그램 신청 및 교육 실시
4) 식중독 발생 및 확산 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관심(Blue)

주의(Yellow)

판단

식중독지수 : 10~34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식중독지수 : 35~50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보도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강릉시보건소)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

기준
조치
사항
구분
판단
기준
조치
사항

경계(Orange)

심각(Red)

식중독지수 : 51~85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 이상 발생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식중독지수 : 85이상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 식중독 발생
단위학교 학생의 30% 이상 설사환자 발생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비상대책본부 운영(대학본부)
▸야외활동 억제, 식당운영 중단, 대책반 운영

▸비상대책본부 비상근무(대학본부)
▸야외활동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

4. 정보통신 및 전상 장비 안전관리
가. 의 의
○ 최근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ICT 기술 변화 등으로 지능화·첨단화
된 각종 사이버 침해 보안 위협 지속 발생
○ SNS 발달로 모바일, 정보화기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해킹관련 도구 이용 및 정
보 공유 증가로 통신망의 마비 가능성증가 추세

나. 추진목적
○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전
산원 시설을 보호하고 인적, 물적 피해최소화
○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작성으로 인적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다. 추진방향
○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
- 정보전산원은 대학망의 운영을 위한 주요설비가 있는 시설로 정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 대학망의 전송망에 대한 통신국사별 우회경로를 확보하여 재난시에도 중단 없는 업무수행체계 마련

- 정보전산원 내부 통신 선로 및 보안장비의 이중화와 통신사업사별 국사 이중화 및
인입회선 이중화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 DDoS,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예비 핵심부품 및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방화벽, 스위치,

라우터 등) 확보,

각종 장비 설정정보의 이중 백업으로 신속한대응체계 확보
- 실무자에 대한 재해복구 관련 정기적인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 비상연락망을 통한 신속한 예·경보 전파와 담당자의 공조를

통한 초기대응 능력

강화
- 신속·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의

수집·전달 체계 강

화
- 재난 발생 시 본 대책에 근거한 재난관리조직을 편성하여 각

조직별로 초기대응

및 업무재개절차 수행
- 재난상황의 초기대응과 시설별 긴급복구체계 확립
○ 복구대책의 확립
- 재난복구활동의 사후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방재 기반 조성
- 일부 정보시스템 운영중단에 대비하여 단계별 재해복구시스템 및 데이터 소산체
계 구축

라. 대학망 기반보호 체계
○ 시설 현황
자산
시설명

시설규모(면적)
통신망 정비

정보
전산원

정보전산원: 165.14m2
라우터, 스위치, 보안장비 등 36대
항온항습실: 43.74m2

서버 등 전산장비

서버, 스토리지 등 26대

○ 재난관리조직 및 임무
팀

임무

▶ 원장의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 전달
비상조정팀 ▶ 업무재개, 업무복원 상황 관리 및 보고
▶ 업무재개, 업무복원에 필요한 소요 자원 및 인력
규모 결정 및 지원

팀장

팀원

행정실장

김두성

강길성

변무영
이상훈
박수권

엄지용

최부선
이상훈
김규철

▶ 건물·기반시설 및 정보전산원 복구를 위한 피해 분석
비상대응팀 ▶ 건물·기반시설, 및 정보전산원 공사발주 및 물자구매
▶ 건물·기반시설 및 정보전산원 복구

서비스
대응팀

▶ 대학기관 및 부서 업무복원 상황관리 및 보고
▶ 복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설치 및 가동
▶ 복원 후 정보시스템 정상가동 유지 확인 및 기관
및 부서에 통보

▶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복구를 위한 피해분석
보안통신망 ▶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복구를 위한 유휴 장비의
확보 및 긴급구매
대응팀
▶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복구
▶ 복원 후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상태 확인 및 대응

송호진
박노열

강돈호
박준태

마. 예방대책
○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정적 인프라 구축
- 정보전산원 소방시설, 무정전 전원설비(UPS) 설치를 통해 재난·

재해에 대비한 시

설 구축
-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대학의 핵심 업무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시에도 정보전산원의 기능 유지 가능토록 조치
○ 통신회선 및 장비 이중화
- 통신망 사업자의 경로 이원화와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 주요 장비 이중화 구
성으로 물리적인 무장애 통신망을 구성 하고,

장애발생 시 즉각적 복구가 가

능하도록 장비 이중화
-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장애 발생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성장비의 운용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
- 대학망의 주요 장비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 등을 동일

하게 구성하여 서비

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핵심노드를 중심으로 PTP(Point To Point)형으로 전송망
을 구성하여 통신망 마비에 대비한 무중단 서비스 기반 제공

○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
-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한 기술협조를 위해 유지보수업체와안전관리점검 결과
조치의견교환 및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상전담 조직 구

성·운영
- 관련부서의 담당자와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내부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분야별(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내부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 시 숙련된 기술과 절차에 의한 대비 철저
- 분야별(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
망을 수시로 현행화 하며 분기 1회 이상 점검
○ DDoS, 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웹 해킹,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유형 및 탐지패턴에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및 적용
-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관제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
○ 백업실시
-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고장ㆍ장애 및 자료의 분실, 파손에 대비해 어떠한 경우라
도 최단시간 내에 시스템 및 데이터의 완전복구가 가능토록 백업 실시

바. 백업대책
○ 백업관리
- 최근 바이러스, 컴퓨터 범죄, 각종 정보시스템 장애, 인적 혹은 자연적 재해, 재난
등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등장함으로 이에 따라
구 분

위협 요소들이 다양한 원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인 원

임 무

관리책임자(정)

정보전산원장 박성욱

백업 및 복구관련 총괄관리

관리책임자(부)

전산망 팀장 박노열

분야별 백업 및 복구관련 총괄관리

담당자 강돈호

분야별 업무 백업 및 복구 관리

담당자

- 백업관리책임자의 업무
▸ 백업 및 복구 절차 통제 및 관리
▸ 백업 및 복구 절차의 수행 결과 승인
▸ 백업정책(대상 파일시스템, 보관 기간, 보관주기) 결정
- 백업관리담당자
▸ 신규 백업대상 시스템 구성 및 추가
▸ 백업 및 복구 수행
▸ 백업수행 결과 모니터링
▸ 백업장비 및 백업매체 관리
▸ 백업장애 발생시 장애처리
▸ 백업에 대한 개선 사항 확인 및 적용
○ 백업매체 및 대상
매체
디스크 방식
(SAN)
Dat 테이프

대상
▶
▶
▶
▶
▶

구분

시스템 파일
데이터 베이스
일 1회, 주 1회 등 정기적인 백업이 필요한 파일
OS(Operating System)
사용자 일반 파일

자동
자동

○ 백업대상
- OS(Operating System) : 서버의 OS나 시스템 구성(파라미터) 파일 및 시스템 로
그 파일, 시스템 최초 설치 및 업그레이드,

버그 패치 등의 작업 후에도 이미

지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파일 및 컨트롤 파일,변경 로그 파일, 데이
터베이스 엔진(이하 DBMS), 구성파일
- 사용자 일반파일 : 개발자 소스 파일,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데이터
○ 백업 주기 및 보관 기간 결정
- 백업 주기는 전체 백업(백업 시점에서 대상 데이터 전체를 백업을 기준으로 데이
터의 중요도에 따라 일 단위, 주 단위,월 단위 등으로 나누어 수행
- 보관 기간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SAN백업은 통상 2주를 기

준으로 하고 Dat 테이프 백업은 2달 기준으로실시
- 신규 백업은 사전 실행조건, 필요 디스크량, 자동 백업 솔루션

제공여부 고려 적

용하며, 정보전산원 및 자원운영 책임자 합의 후 정기 백업의 변경 결정
○ 백업 정책
구 분

백업주기

백업방식

보관기간

시스템OS

▶ 월 1회 및 시스템 변경 시 OS 백업 실시

Dat 테이프

2달

데이터베이스

▶ 일 1회 데이터(파일, 데이터베이스) 전체
백업 및 주 1회 시스템 전체 백업 실시
▶ 백업 요청에 의한 정기·비정기백업 실시

SAN 방식 백업

2주

▶ 주/월 1회 전체 백업 실시
▶ 백업 요청에 의한 비정기 백업실시

SAN 및 Dat
테이프 백업

2달

사용자 일반파일

○ 백업 정기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 백업 실행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내고자 정기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매월 2회 실시
▸ 점검대상 : SAN 백업 및 Dat 백업 현황
▸ 점검방법 : [붙임 3]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
-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백업 모의훈련 실시
▸ 훈련일정 : 연 2회 실시(상ㆍ하반기)
▸ 훈련방법 : 훈련 실시 전 시나리오 작성 후 백업 복구 훈련실시

○ 시스템별 SAN 백업 스케쥴
HOST

nbumaster

Class

veritas_file

Type

STU

full

datalog

Backup Schedule
요일 디렉토리
/usr/openv/netbackup_db
매일

/usr/openv/vatr
/usr/openv/volmgr/satabase

bear

bear_file

full
diff

backup3

일

full
code

dragon

eagle

code_file

info

backup3
diff
full

일

diff

월~토

full

일

info_ora10_db
info_ora10_log
info_ora10_start

ns

knssun_file

월~토

full

일

evabackup1

ns_file

evabackup2

full
diff

tiger_file

wolf

ultra30_file

backup1

wolf_file

월~토
일
월~토
일

backup2
full
diff
full
diff

/haksa
/eas
/yungu
/archive
/oracle
oracle dafafiles
oracle 백업연동 script

일
backup1

diff
ultra30

/web

dracle controlfiles archivelog
토

full

full
tiger

월~금
•

user

diff

/opt/hpws

/intra

diff

full
knusun

/stuis

/was
/cimmunity
backup1

diff

/ispsata

/opt/iexpress

backup1

eagle_file

/mall

/kies
월~토

dragon_file

info_ora10_arch

일
월~토

backup3
backup1

/user
/etc
/code
/codel

월~토

/wss

일

/user

월~토

/etc

일
월~토

/web/www_root
/backup/oracledata

사. 대비대책
○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 통합보안관제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비상상황 및 장애에 대비한24시간 365일 통합
관제(정보시스템, 보안, 통신망)를 통해 재난·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대응 체
계 확립 및 웹 해킹, 웜/바이러스 유포 등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시도의 사전
탐지·차단
- 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 관련기관 및 관제시스템(IPS, TMS,ESM)을 통해 장애
및 침해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토록 하고, 피해 및 복구상황·대책 수시 보고
- 사이버침해에 대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트래픽에 대하여 사전 선별 및 차단
○ 긴급복구 계획 수립 및 긴급복구 지원체계 확립
- 재난응급대책과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CPU 등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소요

자원에 대한 대체장비, 예비 부품, 케이블 등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보관
- 장애 및 사고유형에 따른 기관 정보시스템,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의 동원 계획 수립
○ 재난대응 교육·훈련
- 화재, 정전, 테러 등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시나리오를 통해 연 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훈련일시: 연 1회 실시(하반기)
▸ 훈련 시나리오: 훈련 실시 전 세부계획 마련
○ 긴급복구조직 구축·관리를 통한 장애상황 대비
- 비상조정팀: 재난 상황관리, 피해 현황 분석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 수행
- 비상대응팀: 인명 구호, 장비 구매 및 조달업무 수행
- 서비스대응팀: 대학 부서 및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업무재개 및 복원 업무 수행
- 보안통신망대응팀: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에 관한 업무재개 및 복원업무 수행
○ 업무복원에 필요한 문서기록물 소산
- 통신망 구성도, IP체계, 시스템계정, 기관 방화벽 정책 등 업무복원에 필요한 문서
기록물에 대하여 내화 금고실에 보관하여 재난 시 업무재개 및 복구에 활용을 위한 대비

○ 각종 자료의 현행화 및 보관으로 비상사태 대비태세 완비
-

분기별

1회

이상,

통신망

구성요소(장비,

회선),

통신망

구성도,통신장비

Configuration, 복구 매뉴얼, 사이버대응 절차서, DDoS 대응절차서, 통합보안
시스템 가동 절차서, 예비기자재,

비상연락망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

하고 주기적 점검
- 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자계정 및 패스워드,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재해복구
절차서, 비상연락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 관제시스템의 데이터 및 응용S/W의 백업·보관으로 재난 시 복구 대비

아. 대응대책
○ 재난종합 상황관리체계 확립
- 정보전산원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 확

립
-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재난 피해내역에 대한

파악 및 응급조치,

재개 및 복구, 향후 조치계획 등 신속한조치
○ 통신망 및 보안업무의 긴급 대응활동 수행
- 재난 발생 시 정상가동중인 업무망/인터넷망 우회경로를 전환 하여 서비스를 제
공
- 재난이 발생 시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시확보중인 대체장비
를 활용하여 긴급복구
- 장애 및 사고유형에 따른 스위치, 라우터 등 주요 통신장비,

방화벽 등 보안장

비,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및 운영 인력등 적정 수준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효율적인

인력·물자 동원

- 신속한 장애 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관련

사업자와의 비상공

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재난 상황대비
- 통신사업자 이원화체계를 사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우회경로

전환을 통한 통신

망 긴급 복구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대응조치, 피해범위 분석및 확산방지·복구, 대
외기관 공조 등 대응수위를 강화하여 침해
○ 중요업무의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정보전산원의 업무기능 마비로 중요업무의 정상 서비스 불가 시

통신망 우회경

로 전환 및 방화벽의 보안정책 설정 후 재해복구시스템의 전환가동을 위한 디스
크 전환, DB 상태 점검 및 기동
- 재해복구시스템 전환가동 후 대학부서의 업무담당자와 업무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업무재개 실시
○ 관련기관·업체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 분야별(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유기적협조체제를 통한 상
호 지원체계 마련
- 분야별(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 및 위탁운영사업자와의 비상연락
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연락 및 협조체제 강화

자. 비상 시 장비 반·출입 대책
○ 재난·재해로 인해 정보전산원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장비 반·출입 순서’에 따라
정보전산원 장비를 안전한 지역으로 반출
○ 반·출입팀 구성
구성

인원

총괄지휘

정보전산원장

중요서류 반출

행정실장

서버장비
반출입팀

통신망장비
반출입팀

팀장

엄지용

1팀

변무영, 이상훈

2팀

박수권, 최부선

팀장

박노열

1팀

박노열, 강돈호

2팀

송호진, 박준태

비 고

차. 복구대책
○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정상 복구
- 스위치, 라우터 등 주요 통신장비에 대해 대체장비 확보 또는

긴급 구매하여 손

상된 통신망을 복구하고, 업무서비스 트래픽을재난발생 이전상태로 분산 처리하
여 통신 기반환경 정상 복원
- 손상된 통신사업자 경로를 신속 복구하여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복원하여 상시 통
신사업자 국사이원화 경로체계 유지
- 방화벽, IPS, TMS, ESM 등 주요 보안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대체장비 확보 및
긴급 구매를 통한 복구
○ 주 시스템 복원 및 가동
- 통신망 우회경로 전환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주 시스템으로의데이터 복제, 주 시
스템으로의 디스크 전환 및 DB 상태 점검
- 주 시스템 가동 후 업무담당자와 업무테스트 및 데이터 적합성점검 및 업무복원
- 유휴장비 확보 또는 주 시스템의 동등한 전산장비를 도입·설치하고, 전자기록물
소산매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정상복원
○ 복구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재난상황 종료 후 긴급복구활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복구활동의내용 및 긴급복구
계획서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재발방지를위한 예방 및 대비활동 등 개선사항
도출
- 긴급복구계획서에 복구활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발방지를
을 자체적으로 조정

위해 중요한 사항

카. 사이버 위기 경보별 조치사항

5. 성폭력 안전관리
가. 의 의
○ 최근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는 계속 발생
○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증가 추세
○ 사전예방교육 및 가해자 엄정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내실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보호 철저

나. 추진방향
○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기본 추진사항 이행 철저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의 연간 추진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운영
- “성희롱 예방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학칙이나 규정”의 제 ․ 개정
○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및 대책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 남 ․ 여 각 1인 이상 고충상담원 지정 및 홍보 지원
-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상담 활동 강화로 사건 발생 사전 예방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 ․ 처리 및 피 ․ 가해자의 신분 보호
철저

다. 추진사항
○ “성희롱 예방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학칙이나 규정 마련 ․ 시행
- 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제정 2000.9.15.(제49호))
- 필요시 제 규정의 내용 개정 시행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 교육대상
▸ 관리자, 교원, 조교, 직원(대학회계 직원 및 일용직 등 모두포함), 학생 등 모든 구성원(기관장 반드시 포함)

▸ 행정인턴 ․ 임시직 ․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강화
- 교육 횟수: 연 2회 이상(상 ․ 하반기) 실시
▸ 최소한 연 1회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 1회당 교육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
▸ 연 1회는 기관장 참석 및 직접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교육대상 모두가 연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교육 실시
※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직, 교원 및 하위직 여직원(사무원 및 일용직 포함) 등
성희롱 예방교육 취약계층 참석 조치
▸ 학생 간 성희롱 예방교육은 입학생활 안내 및 학생회 지원 등을 통하여 활성화
유도(상급생에 의한 신입생 성희롱 예방)
- 교육내용(『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제4조)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기타 성희롱 사건 사례 및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지침 필수 내용 포함
※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08. 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별(교수, 직원, 학생)별 교육 실시
- 교수(조교포함): 신임교원 연찬회, 교수 연찬회, 교수회의 등
- 직원(대학회계직원 및 일용직 포함): 교직원 수련회, 직원 교육 등
- 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행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 적극 개발․활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본과정, 심화과정(교수용·학생용)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방교육 병행
- 집합·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것은 성희
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함
- 폐쇄회로 TV 등을 이용한 구내방송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은

수료증, 참석자 확

인 및 평가절차 확보 등 소정의 검증절차 를 거쳐 보충적으로 실시

교육대상

주관부서

교수
교무과
조교
직원

총무과

담당자

교육일시

교육방법

인사

교수연찬회, 신임교수연찬회,
조교연수회 등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
(단, 연 2회 이상 교육실시)

직원연찬회, 직장교육 등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
(단, 연 2회 이상 교육실시)

담당

신입생: 신입생 입문 교육
재학생: 학과 M.T, 대동제
예비군 훈련 시
교양과정: 성, 윤리, 생명,
인권문제 중요성 교육

총학생회 및 여 학생회 등
실정에 맞게 결정,
교양과정 개설과 연계

담당자

수 시

기본과정,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 e-mail발송

담장자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위원회 회의 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담당
인사
담당
학생

학생

전체구성
원

학생지원과

지도

성희롱·
성폭령
삼담실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

동 위원회

회

라.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 운영
○ 기능(업무)
-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 기타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중요사항
○ 위원 교육
- 전체 위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 전문교육 실시
-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위원의 전문성 확보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상담실) 운영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 강릉캠퍼스: 학생생애관리실(학생복지관 201호, 640-2627)

▸ 원주캠퍼스: 학생생애관리실(학생복지관 307호 760-8264)
▸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홈페이지주소: http://pre.gwnu.ac.kr
- 기능: 교원, 직원 및 학생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 접수 및 상담
- 구성
캠퍼스

구분

소 속

강릉

고충상담

인재개발원

성희롱

인재개발원

상담

상담실

강릉

원주

고충상담

인재개발원
상담실

직 급

성명

성별

비 고

김주환

남

성희롱・성폭력 업무 총괄

직원

최미화

여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회
업무 담당

직원

최은이

여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회
업무 담당

행정
실장

○ 평상시 안전관리 추진대책
- 성희롱 사건의 신속한 조사 ․ 처리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분리 조사를 통한 심신안정 및 비밀유지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최대한 보호

▸ 성희롱 사건조사 기한: 20일(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
▸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실명(가명으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 대외
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홍보 강화
성희롱 예방 관련 활동 현황, 사건 발생 시 구제 절차 등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 학교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운영
▸ 인터넷·전자우편 이용 비대면(非對面)상담활동 확대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규정 및 처리절차 등 안내
▸ 성폭력 상담실,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 등의 활동에 대한 홍보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구제절차
- 1차: 사건 발생 시 고충상담 등 자체해결
- 2차: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신고센터 신고
- 학교 내 신문 홍보란 활용
- ▸ 성희롱·성폭력 관련 자료 게시
- ▸ 우리대학교 규정 및 관련 사이트 게시
- ▸ 리플렛 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 성희롱·성폭력 예방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타 기관과의 자료

공유 체제 구축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태 점검
▸ 점검 시기: 상·하반기(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및 수시 점검
▸ 점검 기관: 여성가족부
▸ 점검내용 및 관련부서
주요 점검 내용

관련부서

성희롱 ․ 성폭력 예방관련 기본조치 사항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6조)
성희롱 ․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요원의 지정여부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 처리 실태 전반

고충상담원 교육수강실태

교무과, 총무과, 학생지원과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6.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
가. 목적
유치원 실내․외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아들이 안심하고 놀이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 을 존중하며 안전 하고
건강한 생활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 하고자 한다.

나. 기본 방침
1) 유치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한다.
2) 연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과 연계지도 한다.
3) 안전교육의 방법은 놀이 및 현장학습,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하여 유아 들의
발달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 연간안전계획
실시시기

영역

교통기관·보행자관련
3월
놀이안전
4월
5월

유괴·성 학대에
대한 안전(권리)
유괴·성 학대에
대한 안전
교통교육

6월
지진대피훈련
7월

물놀이안전

11월

불에대한 안전

12월

겨울철 놀이안전

장소

자료

유치원 및 도로

교통안전CD

주변 및 유치원

시청각 자료 및

강당

횡단보도 모형

각반 교실

비디오

설명 및 시연

교실

사람모형

인형극

강당

인형극틀손인형

체혐, 시청각 자료
시청 및 강의
비디오

시청

및

시연

체험, 시청각 자료
시청 및 강의

어린이 교통공원
각반 교실 및 실

시청
시창각 자료 시청

외

시청각 자료 및

비디오오및CD
비디오 및 CD

소방서, 유치원

실물 및 비디오

각반교실

비디오 및 CD

각반교실

비디오

토의

각반교실

그림 및 CD

물놀이안전

시청각 자료 시청

각반교실

비디오 및 CD

환경오염에대한 안전

현장학승 모델링

실물자료

겨울철 놀이 안전

시청각 자료 시청

비디오 및 CD

위험한장소에
대한 안전

설명 및 시연
시청각자료시청
비디오시청 및 시
연

경찰서

횡단보도 모형

체험, 시청각 자료

현장학습
현장학습

비고

교통안전CD

각반교실

놀이안전

연중

방법

소방서

라.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 계획
1) 목적
잦은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난이 증가되고 있어 사전예방과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안전한 생활태도 및 습관을 형성한다.
2) 방침
가) 점검반 편성․운영 및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나) 재난․재해대비 훈련 및 안전교육 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다) 반복 및 지속적인 지도로 안전생활 습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라) 홈페이지와 가정통신 활용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3) 세부추진계획
가) 안전 점검반 편성․운영
(1) 안전점검반 편성
원장

지원 협조 시설과

원감

종합상황실

▷총괄팀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
유관기관 협조
․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상황반근무요원
편성 및 비상
연락망 정비
․상황실행정장비
및비품 지원

복구지원반

구호구조반

수송지원반

홍보지원반

복구상황 집계
및보고자료 작성
· 응급조치 지시
· 피해상황현지조사
· 피해통계 작성
· 복구계획 수립
· 복구기술 지원
· 복구예산 편성
· 수방자재 수급
및 배정
· 기타 이에
준하는사항

· 구호물자 비축

각종홍보 활동

및 사용

- 재해예방자료

· 조난 구조활동

인원 물자수송

- 기상 정보

· 환자응급 조치

· 환자수송

- 응급조치사항

· 차량관리 및 지원

· 복구계획 보도

· 기타 이에

·통신망설치

및 치료
· 감염병 예방에
관한 각종
예방접종
· 소독방역사업

준하는 사항

운영정비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나) 재난(위기)업무 수행 체계
(1) 1차 상황보고 : 초기 재난 발생 상황보고
(2) 보고요령 : 최초 사고 발생 즉시 내부보고와 동시에 유선보고
다) 유관기관의 협조
(1) 시설과 안전 점검
(2) 학교안전 공제회
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1) 점검일 : 매월 4일
(2) 안전점검표 활용
4) 재난 ․ 재해 대비 훈련
가) 연간 재난·재해 대비 및 소방 대피 훈련 계획
월

내 용

대 상

3

- 놀잇감 바르게 사용하기
-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4

-

5

- 소방 대피 훈련
- 영상안전교육

6

- 폭우 대비 안전교육
- 소방 대피 훈련
- 영상안전교육

유아

7

- 소방 대피 훈련
- 영상안전교육

유아

9

-

지진 발생 대비교육
소방 안전 실내교육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영상안전교육

가스 안전
환경 오염(물, 공기)
소방 대피 훈련
영상안전교육

10

- 전기안전
- 소방 대피 훈련
- 영상안전교육

11

-

2

겨울철 안전한 보행
감기 및 동상 예방
겨울철 놀이 안전
소방 대피 훈련
영상안전교육

-얼음, 눈길 보행안전

방 법

유아
전직원
유아
학부모
전직원
유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체험학습

체험 훈련

홈페이지
가정통신

전직원
유아
학부모
유아

자체교육

전직원
유아
학부모

홈페이지
가정통신

유아

가정과연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