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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제2020-2회 학‧처장 혁신전략회의(2020.02.03.)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2월로 예정되어 있는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등 주요 행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2. 결정사항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

구 분 행사명 결정사항 비 고

’20.02.14(금)
개교 49주년 기념식 연 기
교수 정년퇴임식 연 기

’20.02.21(금) 학위수여식 연 기

’20.02.26(수)
입학식 취 소

- 총장님 동영상 메시지

- 대표선서 별도진행
KPF 인증서 수여식 연 기

’20.02.26(수)

  ~02.28(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취 소

’20.02.27(목)

  ~02.28(금) 
전체교수 워크숍 연 기

 ② 대강당 등 교내시설을 이용하는 외부행사*는 추후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두 취소하고 대관 금지

    * 각종 캠프, 문화행사,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 

 ③ 내부 구성원 위주의 소규모 행사(40인 내외)는 개최 가능하나, 개최 계획에 

대해 반드시 감염확산방지상황실로(☏ 0123) 보고하여 행사담당자가 

사전교육을 득해야 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련 행사 진행수칙을 철저히 준수

 ④ 소규모 비학위과정(40인 내외)의 경우 책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가능

 ※ 3월 이후 행사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Notification of Decisions Made at 2020-2nd Deans’ 

Conference for Innovation and Strategy to Prevent Spread 

of New Coronavirus Infection  

Management strategy Team(2020.02.03.)

1. Background

 □ Discussions were held regarding new coronavirus outbreak which 

emerged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at the 2020-2nd 

Deans’Conference for Innovation and Strategy. 

 □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new coronavirus infection, 

following decisions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major events 

scheduled for February, such as degree conferment ceremony and 

matriculation ceremony. 

2. Decisions 

 ① Large-scale events on campus shall be cancelled or postponed.

Date Event name
Decision 

made
Note

Feb. 14 (Fri.), ’20

Ceremony to mark 
KAIST’s 49th founda
tion anniversary 

Postponed

Faculty retirement 
ceremony

Postponed

Feb. 21 (Fr.), ’20
Degree conferment 
ceremony 

Postponed

Feb. 26 (Wed.), ‘20

Matriculation 
ceremony

Cancelled

- To be replaced with Preside
nt’s video message and 
representative student’s 
oath

KPF Certificate 
Awarding Ceremony

Postponed

Feb. 26 (Wed.) ~ 
Feb. 28 (Fri.), 2020 

Orientation for fresh
men 

Cancelled

Feb. 27 (Thurs.) ~ 
Feb. 28 (Fri.), ’20 

Faculty Workshop Postponed

 ② All external events* using on-campus facilities, such as the 

auditorium, shall be cancelled until a decision is made, and rental of 

on-campus facilities shall be prohibited. 

    * Various camps, cultural events, conferences, seminars, workshops, etc. 



 ③ Small-scale events centering around internal members (about 40 

persons) shall be allowed; however, the event organizer shall be 

required to report to the Situation Room for Infection Spread 

Prevention (☏ 0123) in advance and get prior education. 

     ※ Required to thoroughly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new 

coronavirus infection in relation to organizing events 

 ④ As for small-scale non-degree programs (about 40 students), it shall 

be allowed to operate at the discretion of professor in charge, under 

the condition of following the new coronavirus prevention tips. 

 ※ As for the events scheduled for March or later, decisions shall be 

made depending on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