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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 시행

◈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1  2021학년도 1학기 보호‧관리 계획

□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여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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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

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ㅇ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自家)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교육부는 그 외 별도 관리가 필요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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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유학생 입국 및 확진자 발생 현황

□ 원격수업 확대 및 질 향상, 다음 학기 수강가능 학점 확대, 불필요한 

출국 후 재입국 자제 등 입국 분산·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ㅇ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 2019. 2학기 대비 84% 감소하였다.

※ (학기별 입국자) ‘19.2학기 191,062명 → ’20.1학기 88,069명 → ’20.2학기 30,259명

ㅇ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를 차지하였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를 차지하였다.

※ 2학기 입국자 : 중국 16,439명, 베트남 4,297명, 일본 1,034명, 그 외 8,489명

< 외국인 유학생 월별 입국 현황(명) >

입국 
구분

2020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유학생 118,328 20,593 42,065 14,209 7,150 2,192 1,860 1,511 13,719 7,889 2,117 2,761 2,262

중국 58,065 10,433 20,753 7,388 1,112 1,189 751 617 6,766 5,717 1,287 1,286 766

베트남 25,902 3,122 9,647 2,200 5,334 720 582 394 1,430 789 263 372 1,049

그 외 34,361 7,038 11,665 4,621 704 283 527 500 5,523 1,383 567 1,103 447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6만 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며,

※ 네팔 37명, 우즈베키스탄 26명, 인도 16명, 방글라데시 12명, 러시아 10명,

파키스탄 6명, 인도네시아 5명, 중국 5명, 그 외 28개국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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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검사, 대학 현장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

ㅇ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유학생은 0.30%(165명/5.6만 명)로,

유학생 외 외국인 0.73%(2,283명/31.2만 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ㅇ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