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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 및 절차 안내(Notice of Changing the Quaranti
ne Procedure for Overseas Visitors)

제목

1. 관련근거
가. 안전팀-4818호(2020.12.23., 해외입국자 이동절차 변경에 대한 안내)
나. GIST CV비상대책실무위원회(2020.12.29., 해외 입국자 격리 절차 변경(안) 심의)
2. 위 관련,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 및 절차를 안
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 입국자 기본원칙
- 입국 후 초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원내 주거시설(교수아파트, 국제관 등)
에서 격리 불가
- 입국과 관련,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원내 모든 시설(거주지 포함)에서 격리 불가
- 공무 이외의 사유로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원내 모든 시설(거주지 포함)에서 격리 불가
※ 사전 승인 절차: 소속 부서 공문으로 안전팀에 신고→ CV비상대책실무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통보(요청부서)
나.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가족 중 원내 숙소(교수아파트,
기혼자아파트, 국제관) 및 생활관 거주자
다. 사전 승인 및 공무인 경우 격리 절차
구분

현재

변경 후

송정역→ 광주소방학교
송정역→ 5·18 민주화 교육관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퇴소)→지스트
(검사 후 바로 퇴소)→지스트
시설
국제교류동 또는 원내 주거시설(자택)
국제교류동(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 양성) 방역당국 개입(병원 이송, 소독 등 관련 절차 시행)
(검사결과 음성) 자가격리장소가 기숙사인 경우, 국제교류동에서 격리유지
자가격리장소가 원내 숙소인 경우, 숙소로 이동하여 격리유지
절차

라. 사전 미 승인 및 공무외 경우의 격리 절차(원외 장소에서 자가격리)
- 방역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원룸 또는 에어비엔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 입국 전 원외 자가격리장소에 대한 예약을 하고 북구 보건소 (062-410-8122)와 원외
자가격리장소 관할 보건소에 모두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자가격리장소 기입란에 원외 자가격리장소 기입.
※ 외국인 구성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해당자들에게 반드시 안내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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