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입국 안내
1. 중국유학생은 생활관 신청자뿐만 아니라 외부 거주 예정자도 2.24(월)∼2.26(수)까지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관에서 2주간 생활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중국유학생 중 2020.2.24.(월) ∼ 2020.2.26.(수)에 입국하는 모든 학생은 인천국
제공항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학교까지 이송하여 생활관에 입사하여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관까지 이송 비용과 2주간 생활관 일체의 비용은 무료임
◦ 생활관 도착 즉시 발열검사 실시
◦ 생활관 입사시 개인별로 체온계, 손 세정제, 마스크 제공
◦ 한마관 1인 1실 사용
◦ 세면대와 화장실은 2시간마다 소독 실시
◦ 2주간 생활관 내 24시간 건강관리 대응팀 운영(2명) - 매일 2회 체온 측정
◦ 응급 환자 발생시 이송 매뉴얼 : 질병관리본부 1339
대학 → 무안보건소(061-450-5023) → 무안병원(061-450-3117)
◦ 2주 후 생활관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퇴관
◦ 2주간 건강상태를 받지 않은 유학생은 생활관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강의 수강을

제한

받을 수 있음

3. 중국유학생 중 2020.2.27.(목) ∼ 2020.3.1(일)에 입국하는 학생도 생활관에 입사
하여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스쿨버스 이송 계획은 없으며 그 외 사항은 2번과 동일하게 진행 됨

4. 중국유학생 중 2020.3.2.(월) 이후에 입국하는 학생은 생활관, 본교 관사 및 무안군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면서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스쿨버스 이송 계획은 없으며, 그 외 사항은 별도 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됨
◦ 2번과 동일하게 진행됨(관리 지침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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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이외의 유학생은 3월 16일(월) 개학에 맞추어 3월13(금)∼3월 15일(일)에 입국을
권장합니다.
6. 중국 이외의 유학생 중 3월 16일(월) 이전에 입국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입사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3월 15일까지의 생활관 비용은 무료임
◦ 생활관 도착 즉시 발열검사 실시
◦ 생활관 입사시 개인별로 체온계, 손 세정제, 마스크 제공
◦ 은행관 1인 1실 사용
◦ 세면대와 화장실은 2시간마다 소독 실시
◦ 2주간 생활관 내 24시간 건강관리 대응팀 운영(2명) - 매일 2회 체온 측정(건강증진센터)
◦ 응급 환자 발생시 이송 매뉴얼 : 질병관리본부 1339
대학 → 무안보건소(061-450-5023) → 무안병원(061-450-3117)
◦ 2주 후 생활관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퇴관
◦ 2주간 건강상태를 받지 않은 유학생은 생활관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강의 수강을 제한
받을 수 있음

7. 스쿨버스 운행계획
1) 집결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F) [첨부 1] 참조
제2여객터미널 입국자(B) [첨부 2] 참조

2) 버스운행 계획
▶ 1회차) 2월 24일(월) 16시 인천국제공항 출발 → 21시 학교 도착
▶ 2회차) 2월 25일(화) 16시 인천국제공항 출발 → 21시 학교 도착
▶ 3회차) 2월 26일(수) 16시 인천국제공항 출발 → 21시 학교 도착
※ 1. 인천국제공항 출발 시각인 16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필요시 추가 스쿨버스 운행할 수 있음

시간

내용

16:00

인천국제공항 출발

18:30 ∼ 19:00

휴게소(30’)

19:00

휴게소 출발

21:00

생활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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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녁식사(도시락)

[첨부 1]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F)

[첨부 2] 제2여객터미널 입국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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