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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SKN 대응지침 (안내)

구분

재택

근무

원칙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원칙 유지 (기존과 동일, 별도 공지 시점까지)

출근/

재택

Guide

최소 주 2회 이상

재택근무

최소 주 3회 이상

재택근무

최소 주 4회 이상

재택근무

전원 재택 원칙
(사무실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

직책자 승인 得한 이후 출근)

집합 교육 100인 이내 진행 가능 50인 이내 진행 가능하되, 가급적 On-line 활용 권고 운영 중지 (On-line만 가능)

회식/모임
회식/모임/개인약속 등

자제 요망
회사 내 회식/모임 금지, 개인약속 자제 (다중 이용시설 방문 포함)

출장/여행
동일 권역 外

출장/여행 자제
동일 권역 外 출장 금지, 개인 여행 자제

1단계 2단계 4단계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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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4단계3단계구분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유지하되 Take-Out만 허용 원칙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업무상 필요에 한하여 출입 가능하나,

접견 공간 활용 원칙 (3층 카페테리아 등)
사무공간 內 외부인 출입 금지

개인 위생/방역 모든 실내공간(공용/사무공간 포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구내식당 방역 지침에 따른 투명 칸막이 설치 or 좌석 간 거리두기, 점심시간 시차제(2부제) 적용

Fitness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운영 운영 중지

사내 어린이집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운영
운영 중지

(단, 긴급돌봄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SKN 대응지침 (안내)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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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옥 內 확진자 발생 시,

- 사유발생 시점 이후 출근자는

전원 2주간 자가 격리 및 검사실시

(필수근무인력의 경우 검사 실시 및

음성판정 후 선혜원 출근/업무 수행가능)

- 해당 층 즉시 폐쇄 및 방역 실시

행동 지침구분 / 정의

확진자

감염병 병체 감염이 확인된 구성원

(무증상 확진자 포함)

☞ 치료 및 완치 이후 최소 14일간 자가격리

- 직책자 및 S.H.E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행동

※ 음성 판정 확인서 수령 후 출근 가능 (확인서 지참 필요)

사옥 內 특정 층에서 접촉자 발생 시

해당 구성원 음성판정 시 까지

해당 층 방역/폐쇄 및

해당 층 근무 구성원 ‘간접접촉자’ 

행동지침 적용

접촉자

확진자와의 접촉을

인지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간접 접촉자

접촉자와의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것을

인지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 7일간 재택근무 원칙

자체판단에 의한 경우

(재난문자 참고 등)

행정기관에서

공식 통보 받은 경우
☞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14일간 재택근무

유증상자와 일정 시간 동안

동일 공간 및 근접 거리에서

대화 등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

유증상자 음성 판정 時까지

재택근무 시행

유증상자

① 37.5℃ 이상의 발열 or 호흡기 증상 발현

(기침∙인후통 등)

② 의사 소견 상 COVID-19 감염 의심

☞ 음성 판정 時까지 재택근무

- 직책자 및 S.H.E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 & 코로나 검사 실시

※ 회사에 출근했을 경우 즉시 회사 밖으로 이동하여, 선별 진료소 방문

음성 판정 확인서 수령 후 출근 가능 (확인서 지참 필요)

COVID-19 확진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근태 지침 (‘21.03.29 旣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