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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과 F-1 신분유지> 
 

국토안보부에서 F-1 유학생들의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임시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봄학기와 

여름학기에는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 월 6 일 

발표된 규정에 의하면 가을학기에는 F-1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경우 출국하거나 대면수업이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아래에 규정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규정은 2020 년 가을학기부터 적용됩니다. 

 

1.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경우 

 F-1 유학생들은 미국내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이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F-1 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이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미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추방재판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학교가 정상화되어 대면 (in-person)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F-1 비자 규정이 적용되어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1 개 (또는 3 학점) 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hybrid) 진행하는 경우 

 F-1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1 개 이상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연수 (ESL) 프로그램을 듣는 유학생이나 M-1 으로 직업학교를 다니는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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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선 가을학기를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1 번 상황이 

적용됩니다.  즉,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남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출국하거나 대면수업이 있는 다른 학교로 transfer 를 해야 합니다.  

 

둘째, F-1 유학생이 미국에 남아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본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으로 

full course 를 듣는다면 I-20 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째, F-1 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 그리고 F-1 으로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현재 등록되어있는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 DSO 와 연락하셔서 가을학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학교 담당자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학교 담당자와 말씀을 나누시고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 (imin@iminusa.net)이나 

전화(213-385-4646)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