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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cademic Schedule

학기 학사일정 Academic Calendar MM.DD (day)

Spring

교환학생 수강신청* Exchange students Course Registration 02.20(Tue) 10am-5pm

수강신청* Course Registration 02.21(Wed) - 02.23(Fri)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International Students Orientation 02.27(Tue) 2pm

임시출석부 배부 Distribution of Provisional attendance sheet 02.27(Tue)

1학기 개강 Classes of Spring Semester begin 03.02(Fri)

수강신청 변경* Course add & drop 03.06(Tue) - 03.08(Thu)

정식 출석부 배부 Distribution of Formal attendance sheet 03.14(Wed)

중간시험 종료일 Last day of Mid-term exam 04.26(Thu)

임시공휴일(지방선거) Temporary holiday(Local elections) No class 06.13(Wed)

개교기념일 University Foundation Anniversary (No class) 06.14(Thu)

종강 (기말시험 종료일) End of Spring Semester (Last day of Final exam) 06.21(Thu)

1학기 성적 확정 Finalizations of grades 07.09(Mon)

Fall

교환학생 수강신청* Exchange students Course Registration 08.13(Mon) 10am-5pm

수강신청* Course Registration 08.14(Tue) - 08.17(Fri)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International Students Orientation 09.02(Sun) 1pm

임시출석부 배부 Distribution of Provisional attendance sheet 08.29(Wed)

2학기 개강 Classes of Fall Semester begin 09.03(Mon)

수강신청 변경* Course add & drop 09.05(Wed) - 09.07(Fri)

정식 출석부 배부 Distribution of Formal attendance sheet 09.13(Thu)

춘천캠퍼스 대동제 Dae-Dong-Je (University Festival) 09.18(Tue) - 09.20(Thu)

추석 명절 (휴강) Korean Thanks Giving Day (No class) 09.22(Sat) - 09.26(Wed)

중간시험 종료일 Last day of Mid-term exam 11.02(Fri)

면접고사(휴강) Interviews for Admission (No class) 11.22(Thu) - 11.23(Fri)

종강 (기말시험 종료일) End of Fall Semester (Last day of Final exam) 12.26(Wed)

2학기 성적 확정 Finalization of grades 01.10(Thu)

※ Academic Calendar is subject to change.  ※ Course Registration Opportunity(*): Three times each semester
Y Additional Notes for Spring Semester

MM.DD (day) 안내사항 Notes
08.01(Wed) 학번, 영어수업 목록 확인 Check the excel file list for the English / Korean classes and 

the buddy list on KNU English website.Buddy 확인 후 이메일 연락
No later than 08.08(Wed) 공항 픽업서비스 신청 Send an airport pickup application through email
08.31(Fri) - 09.02(Sun) 기숙사 입사 Dormitory Check-in Period (Check in/out : between 9am-9pm)

09.03(Mon)-09.04(Tue) 유학생보험 가입신청 Purchase the insurance a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류 제출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for Alien Registration Card

No later than 09.10(Mon) 흉부X-ray 검사결과 제출
기숙사비 납부

Submit Chest X-ray examination result to the dorm office
09.06(목)-09.07(금) Housing fees payment at Shinhan Bank on campus

※ KNU English Official Website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309&key=1414&
※ Please refer to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guideline as follows.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309&key=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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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for the KNU Exchange Students

Congratulations to you on being selected as an exchange student at KNU (Chuncheon Campus). 

Please read the following information carefully to enter the country and prepare the necessary documents. 

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ickup Service

KNU provides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ickup Service to help the exchange students coming to Korea.

Only the reserved students can use the pickup service on the given date and times.

When August 31st (Friday)  ① 11am   ② 2pm   ③ 5pm

Where Incheon Airport, Bench next to [Gate 13]

How to
apply

Please email your flight information by August 8th(Wed) (An excel file provided)

Email oiainfo@kangwon.ac.kr

Remarks
Those students who make the reservation after the specified date or do not come to the pickup 
location on time due to a delayed flight, etc. must come to Chunchoen on their own.

Please gather at the indoor bench next to ‘Gate 13’ on the 1st floor of the Passenger Terminal.

2. How to come to Chuncheon on your own

The students who do not use the pickup service may take a bus to the Chucheon Bus Terminal at zone 9C at Incheon Airport.

* Bus Fare 21,300 won (about 23 dollars)                                       *As of June 2018

* Bus Schedule [ Incheon Airport ] ↔ [ Chuncheon Terminal ]

https://www.bustago.or.kr/newweb/kr/index.do

* Remarks
- Please use a bus and do not take a taxi for it will cost over 300,000 won.
- It will cost about $4~$5 by taxi from Chuncheon Bus Terminal to the campus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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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 is hard to find a way to come to Chucheon or KNU campus dormitory, show either of these explanations in 

Korean to get help.

※ To ask where to take a bus to Chucheon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교환학생입니다. 춘천 버스를 타는 승차장(9C구역)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To ask a taxi driver at Chuncheon Bus Terminal to go to the ‘Dormitory Office’

 저는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가야합니다. 기숙사 행정실이 있는 율곡관(☎033-250-8073/8067) 건물로 가주세요.

3. Buddy Program (A guide for exchange students)

- The Buddy Program is available to help the exchange student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and are 

poor at the Korean language. For the selected students of KNU who speak foreign languages (English, Japanese, 

Chinese) they will be good friends guiding you with various university information and Korean culture.

- One Buddy may help 2~3 exchange students or two Buddies may team up with 4~5 exchange students. 

- The Buddy will contact the responsible exchange student before coming to Korea, so please check your personal 

email especially in August or February. 

※ Remarks

- The Buddy will not be provided for the exchange students who are not invited by the university but by a specific 

department or college, the students must inquire with the affiliated department and college for help. 

- The students studying for two semesters should be aware that the Buddy Program is only for the ‘first semester’.

4. Alien Registration (Card) Issue Process

The alien registration card must be applied within 90 days of arrival in Korea.

Originally, one must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and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but the university provides a 

transportation service to get to the Immigration Office for the new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Please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to submit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first week of the semester. 

① Prepare 

2 copies of passport ① A section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② A section with the visa

1 copy of
photograph

- 3.5*4.5 size color photograph
- White background, show ears and eyebrows,  the latest photograph 
within 6 month
- There is a photo studio on the campus   (building number 202) to 
take a photo after arriving. It is 11,000 won for 6 copies printed 
within 10 minutes. 

Application Fee 30,000 won (exchange and ready in cash)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Available during orientation
(You can also pick up the form at the Global Lounge.)

② Visi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aeBaekGwan 4 Fl.

(building No. 314)

Prepare and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listed in ① and the 
application fee  ※ By September 4th(Tue)!

③ A bus to the
Immigration Office

September 28th(Fri)

 - 10am
 - 2pm
 - 4pm

- Where: Parking lot behind the library

- Please come to the location at either time when there is no class. 

The staff from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ill go together 

riding the university bus.

- After registering the finger prints, the   alien registration card will 

be issued and all will come back to the university. (About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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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 X-ray

- Newly admitted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submit Chest X-ray examination(Tuberculosis) result to the

  dormitory office (Yulgok-gwan) within 7 days of your arrival.

- There is a medical center 10 minute walking distance away from the KNU campus.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Medical Check)

ü Check-up expenses: Approx. $7   ☎ Contact ☎ 033-260-0800

5. Dormitory

1) Dormitory Maintenance Fee Payment                

* 1 semester excluding the vacation (about 4 months)

Print the bill
Log in on the dormitory website  →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ID: 9 digits of the student ID, PW: first 6 digits of the birth date

Payment period September 6th(Thu)~ 7th(Fri) (bank operating hours 9am-4pm)

Payment
method

Visit Shinhan Bank on campus or ATM(use card) transfer
※ Pay the appropriate amount which was assigned for the individual student

Remarks

- The student who did   not pay the maintenance fee in a given period must be evicted.
- It is for one   semester and the students who wish to stay during vacation must apply on the 
website a month before the end of class and make the paymen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rranges a dormitory application for the new students only in 
the first semester.)

 2) Key Dormitory Regulations

※ penalty points

 - Smoking, cooking and drinking inside the building

 - Curfew (1 am ~5 am) access

 - Absent for the entrance check 

 - When having a friend sleep over who is not a roommate

 - When a male student enters the female dormitory or vice versa

※ Please do not make a loud noise or speak up on the hallway at night.

※ The student with the penalty points of 8 or over must be evicted so please check the entire living regulations on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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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ard at the dormitory entrance. 

 3) Entrance Check (Roll Call)

- There is an entrance check (roll call) culture in the Korean dormitory system. As it is a place of community living, it is 

a chance to check whether the students are doing fine. It is carried out on the Monday at 11 pm of the first week of 

the first month at the dormitory hallway.

The dormitory volunteer scholarship student informs the importance announcements and checks for the cleaning 

conditions and the prohibited items (electric port, refrigerator, electric pad, etc.) for a short period of time (about a 

minute). 

- The first entrance check of this semester will be on September 10th(Mon) so please be there by 11pm. 

 4) Submission of TB Test Result (Diagnosis) for the Community Living

- All students residing in the dormitory must submit the TB Test results to the dormitory.

- Do not submit the chest X-ray but hand in a sheet of A4 to verify that the TB test result shows ‘normal (negative).’ It 

must be written in English or Korean and the document in any other languages will not be accepted. 

6. How to use the Cafeteria

Option ①

Pay the amount 

for a semester

and use

[dorm cafeteria]

Pros

Though it is too much to pay the lump sum for 4 months at once the unit price 

is less than the option ②,   so it is recommended for the student who does not 

have any difficulties in eating Korean food.

How to apply Apply to the staff at the entrance of the cafeteria   and use it from that day

Types
It is possible to select from four types depending on the inclusion of breakfast 

and weekends. 

Remarks

- It is not suitable for the students who do not eat regularly for it is non 

refundable after applying. 

- The entrance methods are different for each building.

(Use the key card received on the entry day for the BTL Dormitory, use the 

fingerprint scan for the cafeteria in front of Yulgok Kwan)

How to

pay

- It is the same with the dormitory maintenance fee payment method and 

payable only in the specified   period. 

- Select the desired option from the ‘four meal types’ on the printed bill and 

make the payment.

Advice

- After arriving in Korea, buy the meal ticket for 2~3 days and see if the Korean 

food is edible. 

- Referring to the final class schedule on the first week of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check if the meal time does not overlap with the class hours. 

Option ②

Buy a meal ticket

and use whenever

you want

Dormitory

Cafeteria

(2 places)

- Purchase the meal ticket (4,500 won) from a vending machine in front of the 

cafeteria

- The vending machine in front of the Yul-gok-Kwan and BTL(M) Cafeteria is cash 

only.

University

Cafeteria

(3 places)

- 3,000 won~6,000won (cash and credit card payment)

- Baek Rok Kwan 1st Fl: Korean Food, cutlet, ramen

- Chunji Kwan 1st Fl: Korean Food, cutlet, ramen  

- Chunji Kwan 2nd Fl: Hamburger,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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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w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Every student must attend the ‘orientation’ to get information on campus living. 

Date 1pm on September 2nd(Sun) 

Venue 1st Floor, the 60th Anniversary Building (Building No.100)

Details

- Receive a campus life guidebook and brochure

- Staff introduction, greetings from the student representatives

- Train the main terms related to campus living

8. Class Registration Period

Class

Registration

(Add/Drop)

August 13th(Mon) 

10am-5pm

(1st opportunity)

Register the classes to take (confirm) only for Exchange students 

August 14st(Tue),

16th(Thu) and 18th(Fri) 

(2nd opportunity)

A chance to add or drop the classes

September 5th(Wed)~

September 7th(Fir)

(3rd opportunity)

A last chance to add or drop the classes

How to register a class

Option①: Go to the

university website and

do it online by oneself

- Log in on the [class registration] website during the registration period

- ID: 9 digits of the student ID

- PW: first 6 digits of the birth date (ex: 940527)

Option②: Ask a Buddy

- Check the English class list for this semester on the KNU English website notices

- Informs your buddy of the desired class information via email. (The information must 

contain the class English title, Korean title, class code, class date and time!) 

9. Korean Language Course - Level Test

Baeckryung Volunteer Group’s 

Korean Language Class

(No credit)
Further Notice for Fall semester

Former semester’s information :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9&nttNo=1

16328&&pageUnit=10&key=1414&pageIndex=1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 Credits)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9&nttNo=116328&&pageUnit=10&key=141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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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surance

Every international student studying in Korea must have insurance. It is not an option but required and please be 

advised that the student who does not have insurance will be canceled from the university registration. 

Option①

When getting accident

insurance recommended

by KNU

- Insurance premium: 70,000won for 6 months, 13,000won for a year

- The details regarding the payment method, etc. will be informed during the new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 You can visit our office and purchase the insurance between 10am to 5pm on 

September 3th(Mon) or September 4th(Tue).

Option②

When purchasing

insurance on your own

- A student who does not want to get the accident insurance recommended by KNU 

must get the desired insurance and submit the certificating document. 

- Submit a copy of the insurance policy certificate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ithin 7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 It must be effective not in the native   country but in Korea.

- One or two pages contai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covering period are 

enough, and it must be in‘English.’

<< Accident Insurance Recommended by KNU – Reference >>

- It is just to inform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convenience of the students, so the details including the 

payment, benefits, etc. must be inquired to the insurance company. 

- English/Chinese speaking staff is available for consulting at the insurance company.

- As it is ‘accident insurance’ and not health insurance, then dental treatment or a health examination are not 

covered and only the medical expenses and hospital bills due to a disaster or accident are covered. 

In this case, about 90% of the medical expenses and hospital bills are covered but the rest of 10% must be paid 

by the student. The personal share is the general policy applied by most insurance companies, and there is almost 

no insurance that covers 100% unconditionally.

(Click for more information)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8&nttNo=116295&&pageUnit=10&key=1413&pageIndex=1

11. Network Environment

The internet in Korea is very fast. You may use the wired computer at the computer rooms in the dormitory, library or 

college building. And the free Wi-Fi is available in the dormitory or campus class rooms. 

- Campus free Wi-Fi (KNU-WLAN-OPEN): password→beyondme

(Please ask the dormitory administration office for the dormitory Wi-Fi password.)

12.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Building No. 314)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8&nttNo=116295&&pageUnit=10&key=141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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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대한민국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국제교류본부

International Affair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Zip code : 24341)

Exchange
Student
Administrator

China Mr. Tony Won intnknu@kangwon.ac.kr 82-33-250-7193

Areas except Asia Ms. Jinny Jang intn@kangwon.ac.kr 82-33-250-6989

Asian regions (except China) Ms. Anna Lee intnknu@kangwon.ac.kr 82-33-250-6986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hours)

Weekdays 9am-6pm (Lunch 12pm~1pm)

Closed on national holidays, School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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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in Announcement Dates

→Please check the [Notice] on the university websites on the specified date. 

The university takes no responsibility for any difficulties that occur for not checking the announcement on time.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309&key=1414&

Item Date Detail

Class list for

coming semester
 August 1st(Wed)

Check the excel file list for the English and Korean classes of this 

semester 

Student ID

Number

It is 9 digits assigned to the KNU exchange student and it must be 

remembered while in college. 

Dormitory August 24th(Fri)

Check the building where you will stay for this semester

(The room number may change for the dormitory conditions so please 

confirm with the maintenance office on the entering date.)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Orientation September 2nd(Sun) the 60th Anniversary Building (Building No.100)

Dormitory Fee

Payment

September

6th(Thu) ~ 7th(Fri)
Print out the bill from a dorm website

Academic

Schedule
Spring : March 2nd – June 21st  / Fall : September 3rd – December 26th

✓Check Required Documents

To apply for the 

alien registration 

card

2 copies of the passport, photograph,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Insurance Holding 

Certificate
In case of the insurance purchased in the native country, submit the certificate in English.

Chest X-ray Result
Newly admitted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submit Chest X-ray examination(Tuberculosis) 

result to the dormitory office (Yulgok-gwan) within 7 days of your arrival.

Copy of Passport Make about 3 copies to open a bank account, apply for the student ID card, etc.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309&key=1414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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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교환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안내사항을 잘 참고하여 입국준비를 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주세요. 

1. 인천공항 픽업서비스
 강원대학교에서는 교환학생의 입국을 돕기 위해, 인천공항 픽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신청한 학생만 픽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여객터미널 1층) Gate 13 옆 벤치 (밖으로 나가지 말고 Gate 13 옆 벤치에서 기다려주세요.)

2. 개인적으로 춘천에 가는 방법
 픽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인천공항 9C 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버스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 버스요금 21,300원 (약 $ 23)                                            * 2018년 5월 기준

* 버스시간 (인천국제공항 ↔ 춘천터미널)

https://www.bustago.or.kr/newweb/kr/index.do

* 유의사항
-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약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꼭 버스를 이용해주세요.

- 춘천 버스터미널에서 교내 기숙사까지, 택시요금은 4,000~5,000원 정도입니다.

픽업시간 8월 31일(금요일)  ① 오전 11시   ② 오후 2시  ③ 오후 5시

모이는 장소 인천공항, 입국장 [Gate 13] 옆 의자 (휴게공간)

신청방법
8월 8일(수)까지 이메일로 항공편 정보(인천공항 도착시간) 알려주기

* 엑셀파일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제교류과’와 ‘버디’에게 보내주세요.

신청 이메일 oiainfo@kangwon.ac.kr

유의사항
정해진 날짜 이후에 픽업신청을 하거나,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모임장소에 오지 못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춘천에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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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춘천 또는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오는 방법이 어려운 경우, 주변 사람에게 한글로 된 설명을 보여주고 도움을 받으세요.

※ 인천공항에서 춘천 버스를 타는 승차장 위치 물어보기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교환학생입니다. 춘천 버스를 타는 승차장(9C구역)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춘천 터미널에서 택시기사에게 ‘기숙사 행정실’로 가달라고 부탁하기

저는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가야합니다. 기숙사 행정실이 있는, 율곡관(☎033-250-8073/033-250-8067) 건물로 가주세요.

3. Buddy Program (교환학생을 위한 도우미)
- 한국어가 미흡하고 한국문화가 생소한 교환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Buddy Program을 운영합니다. 외국어(영어, 일본

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강원대학교 학생을 선발하여 교환학생에게 배정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정보 및 한국문화와 관

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 Buddy 1명이 교환학생 2~3명을 도와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Buddy 2명과 교환학생 4~5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교환학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Buddy가 담당 교환학생에게 개인 이메일로 연락하므로, 8월 또는 2월에 개인 이메일을 

잘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학교 초청교환학생이 아닌,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초청되어 오는 교환학생들은 Buddy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교환

학생이 소속된 학과나 단과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Buddy Program은 ‘첫 학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두 학기를 공부하는 학생은 유념해주세요.

4. 외국인등록증(카드) 발급순서

한국 도착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지만, 학기 초 신입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 차량을 지원합니다.

개강 첫 주, 국제교류본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 

① 서류 준비 ⇩

여권 사본 2장
1) 인적사항이 나온 부분 1장

2) 비자 스티커가 붙은 부분 1장

사진 1장

- 3.5*4.5사이즈의 칼라 사진

- 흰색 배경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며, 6개월 이내의 최근 사진이어야 함

- 학교 안에 사진관(건물번호 202)이 있어, 한국 도착 후에 찍어도 좋습니다. 

사진 8장에 10,000원이며, 10분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30,000원 (환전하여, 현금으로 준비)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오리엔테이션 때 수령 가능

② 국제교류본부

   방문 ⇩
태백관 4층

(건물번호 314)

①번 준비서류 및 수수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

※ 반드시 9월 4일(화)까지!

③ 출입국사무소

   방문버스

9월 28일(금)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오후 4시

- 집결장소: 도서관 뒤 주차장

- 안내된 시간 중에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집결장소로 모여주세요. 국제교류

본부 직원과 함께 학교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 지문등록을 한 후, 외국인 등록증 카드를 받아 학교로 함께 돌아옵니다. 

(약 1~2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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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
1) 기숙사 관리비 납부                                                        * 방학 제외한, 한 학기(약 4개월) 기간

고지서 출력
기숙사 홈페이지 로그인 →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아이디: 학번 아홉 숫자, 비밀번호: 생년월일 앞 여섯 숫자)

납부기간 9월 6일(목) ~ 9월 7일(금)   (은행 업무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납부방법
교내 신한은행 방문 또는 ATM(카드 이용) 송금

※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금액에 맞게 입금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합니다.

- 한 학기에 대한 납부이므로, 방학 때 기숙사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종강 한 달 전에 기

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교류본부에서는 신입생을 위해 첫 학기에만 기숙사 신청을 대신 합니다)

2) 주요 기숙사 규정

※ 금지사항(벌점부과)

 - 건물 내 흡연, 취사행위, 음주                               - 통금시간 (새벽1시~새벽5시) 출입

 - 입사점검 불참                                             - 룸메이트가 아닌 친구를 방에서 재워줄 경우

 -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

※ 늦은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복도에서 친구와의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퇴사해야하므로, 반드시 기숙사 입구 게시판에서 전체 생활규정을 확인하세요.

 3) 입사점검(점호)

- 한국 기숙사에는 입사점검(점호)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매월 첫 주 월요일 밤 11시, 거주중인 기숙사 복도에서 진행합니다.

기숙사 봉사장학생이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한 후, 방에 잠깐 들어가서(약 1분) 청소검사와 함께 사용금지물품(전기포트, 

냉장고, 전기장판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번 학기 첫 입사점검은 9월 10일(월)이기 때문에, 꼭 밤 11시 전에 기숙사에 들어가 주세요.

 4) 단체생활을 위한 결핵검사 결과(진단서) 제출

  -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진 받은 결핵검사 진단서를 기숙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흉부X-ray 사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핵검사 결과가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A4용지 1장을 제출해주세요.

    반드시 영어로 설명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어가 아닌 모국어로 된 것은 기숙사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 Chest X-ray

- 모든 기숙사생은 ‘흉부X-ray 검사’를 받고, 개강 7일 이내에 기숙사 율곡관 행정실에 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정문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Medical Check)

ü 검진비용: 약 7천원      ☎ 문의처 033-260-0800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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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당이용 방법 

7. 신입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모든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일  시 9월 2일(일) 오후 1시

장  소 60주년기념관 1층 (건물번호 100)

내  용

- 학교생활 가이드북 및 안내문 수령

- 직원 소개, 학생대표 인사

- 학교생활 관련 주요사항 교육

8. 수강신청 기간
 ※ 교환학생은 3번의 기회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신청/변경)

8월 13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교환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8월 14일(화), 16일(목), 17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기회

9월 5일(수)~7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마지막 기회

수강신청 방법

방법 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하기] 로그인

- 아이디: 학번 아홉 숫자

- 비밀번호: 생년월일 앞 여섯 숫자 (예: 940527)

방법 ②: Buddy에게 부탁

- 강원대학교 영문/중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이번 학기 영어수업 목록 확인(1월 말, 7월 말)

- 담당 Buddy에게 이메일로, 원하는 수업정보 전달 

(반드시 과목 영어이름, 과목 한글이름, 과목코드, 수업 요일&시간을 포함하여 알려줘야 함!) 

방법 ①

한 학기 식비를
한 번에 납부하고,
[기숙사 식당]이용

특    징
4개월 식비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방법② 보다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에게 추천

신청방법 식당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하고, 그날부터 바로 식사 시작

선택종류 아침 포함여부, 주말 포함여부 등에 따라 4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 가능

유의사항

- 신청 후에는 취소, 환불 불가능!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어려운 학생은 부적합!

- 기숙사 건물에 따라 출입방법이 다름

 (BTL 기숙사는 입사일에 받은 keycard 사용, 율곡관 앞 식당은 지문인증 방법)

납부방법
- 기숙사 관리비 납부방법과 동일하며, 정해진 기간에만 납부 가능

- 출력한 고지서에 안내된 ‘식사선택 종류 4가지’ 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입금하기

조    언
- 한국 도착 후, 2~3일 동안 식권을 구입하여 한국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 개강 첫 주에 확정된 수업시간표를 참고하여, 기숙사 식사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방법 ②

원할 때만 식권
구입하여 이용

기숙사 식당 

(2곳)
- 율곡관 식당 및 BTL(남) 식당 입구 자판기에서 식권(4,500원) 구입 가능

학교 식당

(3곳)

- 3,000원~6,000원 (현금 및 카드결재 가능)

- 백록관 1층: 한식, 돈가스, 라면  

- 천지관 1층: 한식, 돈가스, 라면 

- 천지관 2층: 햄버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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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어 수업 – 레벨 테스트
백령봉사단

한국어수업

(학점 없음)
가을학기 수정정보는 8월 말 공지예정

지난 학기 자료 참고 ↓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9&nttNo=116328&

&pageUnit=10&key=1414&pageIndex=1

국어국문학과

한국어수업

(3학점 인정)

10. 보험 가입
한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유학생은, 체류기간동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해주세요.

선택 ①

강원대학교에서 안내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 납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입유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받을 수 있음.

- 9월 3일(월) 또는 9월 4일(화) 오전10시~오후 5시, 국제교류본부 방문신청

- 보험료: 6개월 약 7만원, 1년 약 13만원 (현금으로 준비)

선택 ②

개인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 강원대학교에서 안내하는 상해보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원하는 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증빙서류 제출

-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국제교류본부 사무실에 제출 

- 자국이 아닌, 한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인적사항, 보장기간이 포함된 주요 페이지 1~2장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영어’로 되어있

어야 함

<< 강원대학교에서 안내하는 상해보험 - 참고사항 >>

-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를 소개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납부부터 다쳤을 경우의 보험금 수령까지 모두 보험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 문의전화로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직원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치과진료나 건강검진 등은 해당되지 않고, 재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

비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의 약 90%는 보험료로 처리되지만, 10% 정도는 개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개인부담금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00%를 다 보장

해주는 보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Click)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8&nttNo=116295&&pageUnit=10&key=1413&pageIndex=1

11. 네트워크 환경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기숙사, 도서관, 단과대학 건물 컴퓨터실에서 유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나 교내 강의실에서도 wifi 신호를 이용하여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내 무선인터넷 (KNU-WLAN-OPEN) : 비밀번호 → beyondme

 (기숙사에서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는, 입사 후 기숙사 행정실에 문의해주세요)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9&nttNo=116328&&pageUnit=10&key=1414&pageIndex=1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8&nttNo=116295&&pageUnit=10&key=141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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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교류본부 (건물번호 : 314)

주  소

대한민국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 국제교류본부

International Affair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Zip code : 24341)

교환학생

담당직원

중국 Mr. Tony Won intnknu@kangwon.ac.kr 82-33-250-7193

아시아 제외권역 Ms. Jinny Jang intn@kangwon.ac.kr 82-33-250-6989

아시아권역 (중국제외) Ms. Anna Lee intnknu@kangwon.ac.kr 82-33-250-6986

국제교류본부 사무실

(방문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1시)

공휴일, 개교기념일, 명절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13. 주요 안내사항 공지일
→ 안내된 날짜에 학교 영문/중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공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309&key=1414&

구   분 일  시 내      용

이번학기

수업(과목) 확인
8월 1일(수)

이번 학기에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전체 목록을 엑셀파일로 확인

학번 확인
강원대학교 학생에게 부여되는 9자리 숫자로,

수학기간 동안 꼭 기억하기

기숙사 8월 24일(금)

이번학기에 거주하게 될 건물 및 호실 확인

(호실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사하는 날에 관리실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오리엔테이션 9월 2일(일) 오후1시 60주년기념관 1층

기숙사비 납부 9월 6일(목)~7일(금)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해당기간에 직접 출력

개강/종강 봄 학기: 3월 2일 ~ 6월 21일  /  가을 학기: 9월 3일 ~ 12월 26일

✓ 준비서류 확인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류 여권사본 2장, 사진,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보험가입증명서 자국에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영문 증명서 제출

여권 사본 은행 통장개설, 학생증 신청 등을 위해 여유로 3장 복사해오기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309&key=1414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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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大学交换学生的生活指南

首先，祝贺大家成为江原大学（春川校区）的交换学生。

请参考须知事项，准备入境，并要提前准备所需的手续及材料。 

 1. 仁川机场接送服务

江原大学为了帮助交换学生的入境，提供仁川机场接机服务。 只有在规定时间内申请的学生，才能使用此接机服务。

接送日期 8月31日（周五）① 上午11点  ② 下午2点  ③ 下午5点

集合地点 仁川机场 [Gate 13] 旁边的长椅（休息区）

申请方法 截至8月8日（周三）之前以邮件的形式告知航班信息（抵达仁川机场的时间）

申请邮箱 oiainfo@kangwon.ac.kr  (请填写提供的excel 申请书并发送过来。)

注意事项 在规定时间结束后申请接机服务或者因航班晚点，没能在指定时间抵达集合地点的学生，要单独前往春川。

航站楼1层 13号出口旁的长椅 *请不要到室外等待，我们将在13号出口处的室内长椅处等待。

 2. 单独前往春川的方法

未能使用接机服务的学生，可以在仁川机场9C区域搭乘巴士，前往春川巴士客运站。

* 巴士收费 21,300韩元（约23美元）                                  2018年5月 基准

* 巴士时间 (仁川国际机场 ↔ 春川客运站)

https://www.bustago.or.kr/newweb/kr/index.do

* 注意事项
-从机场到春川搭乘出租车，将花费约30万韩元，因此请务必要搭乘巴士。

-从春川巴士客运站到学校宿舍，出租车费用约为4,000~5,000韩元。

mailto:oiainfo@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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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前往春川或江原大学宿舍时遇到问题，可以用写好的韩文询问路人，请求帮助。

※ 询问从仁川机场到春川的巴士站台位置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교환학생입니다. 춘천 버스를 타는 승차장(9C구역)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在春川客运站向出租车司机说明要去“宿舍行政室”

저는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가야합니다. 기숙사 행정실이 있는, 율곡관(☎033-250-8073/033-250-8067) 건물로 가주세요.

 3. Buddy Program （交换学生的小帮手）

-为了帮助韩国语不流利，且对韩国文化生疏的交换学生尽快适应校园生活，运营Buddy Program。在江原大学选拔能

说外语（英文，日语，中文）的学生，与交换学生结成对，使其成为告诉交换生多样校园信息及韩国文化的好朋友。

- 1名Buddy可能帮助2~3名交换学生，也可视情况将2名Buddy和4~5名交换学生归为一组。

-在交换学生入镜韩国前，Buddy会通过个人邮箱联系其负责的交换学生，因此请交换学生在8月或2月时实时确认个人邮箱。 

※ 注意事项

-非学校邀请的交换学生，而是特定学系或院系邀请的交换学生则没有Buddy，但可向所属学系或院系咨询和寻求帮助。

- Buddy Program 只在“第一个学期”提供，进修两个学期的学生请注意。

  

 4. 外国人登录证（卡）发放顺序

须在抵达韩国90天内申请外国人登录证。 

原则上，学生要准备申请材料，亲自访问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但在学期初，学校将统一为新生安排到出入境管理事

务所的接送车辆。

开学第一周，学生需将以下材料提交至国际交流本部办公室。 

① 准备

护照复印件2份
1）注明个人资料的页面

2）贴有签证印章的页面

照片1张

- 3.5*4.5 cm 彩照

- 白底，必须露出耳朵和眉毛，且是6个月内的近照

- 学校内有照相馆（建筑代码202），可在抵达韩国后拍照。6

张照片11,000韩元，10分钟后即可领取。

申请手续费 30,000韩元 （兑换韩币后，准备现金）

外国人登录证申请书 可在入学教育时领取

② 访问国际交流本部
太白馆4楼

（建筑代码314）

提交准备好的①号材料和手续费 

截止日期 ： 9月4日（周二)

③出入境事务所访问巴士

9月28日（周五）预定

1）上午10点

2）下午2点

3）下午4点

- 集合地点：图书馆后面的停车场

- 在3个规定时间内，选择没课的时间前往集合地点。国际交流

本部员工会陪同大家一同搭乘学校巴士前往。

- 登记指纹后，领取外国人登录证卡，返回学校。（约1~2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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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宿舍

 
1）缴纳宿舍管理费                                             * 假期除外，一个学期（约 4个月）的费用

打印通知书
登录宿舍网站 →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ID：九位数学号，密码：生日六位数）

缴纳时间 9月6日(周四)~9月7日(周五) (银行营业时间: 上午9点-下午4点）

缴纳方法
访问校内新韩银行或用ATM（银行卡）汇款

※ 向每位学生发放一个单独的模拟账户号码，请定额汇款。

注意事项

- 如果未能在规定时间内缴纳管理费，就要退寝。

- 一次缴纳费用为一个学期的费用，因此希望继续住宿时，应在停课前一个月登录宿舍网站，

直接申请和缴纳费用。 （国际交流本部只在第一个学期，替学生申请宿舍入住。）

2）主要宿舍规定

※ 禁止事项（扣分）

- 建筑物内吸烟，做饭，饮酒              - 宵禁时间（凌晨1点~凌晨5点）出入者

- 不参加宿舍检查                        - 收留非室友留宿

- 男生进女生宿舍或女生进男生宿舍

※ 请避免在深夜大声喧哗，在走廊里与朋友交谈。

※ 被扣8分以上时，必须退寝，因此，请在宿舍入口的公告板上确认所有生活规定。

3）宿舍检查（点名）

- 韩国宿舍有宿舍检查（点名）的文化。因为宿舍是集体生活的空间，从而借此机会检查学生的生活是否遇到问题。

每月第一个周的周一晚上11点，在宿舍走廊进行。

宿舍志愿者奖学金学生传达重要通知事项后，进到房间（约1分钟）检查宿舍卫生和是否使用禁止使用物品（电热水

壶，冰箱，电褥子等）。

- 本学期第一次宿舍检查时间为 9月10日（周一），因此住宿生必须要在11点以前回寝。

4）提交团体生活所需的结核检查报告（诊断书）

- 住宿生必须在开学日起7个日内向宿舍提交结核诊断书。

- 不是提交胸部X-ray照片，而是提交证明结核检查结果为“正常”的1张A4纸。

同时，必须标有英文说明，不能向宿舍提交(除英语以外)学生本国母语说明的诊断书。

★ X-ray 胸透检查

- 所有新入生入住宿舍，都需要进行 X-ray胸透检查，最晚在开学后7日内将检查结果交至 栗谷馆宿舍行政管理室。

- 从学校正门步行10分钟，可以到达体检的医院

한국건강관리협회 [韩国健康管理协会]

ü 体检费用： 约7，000韩币   ☎ 咨询电话 033-260-0800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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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食堂使用方法

方法①

一次性缴纳一个学期的伙食

费后，使用【宿舍食堂】

特点
虽然一次性支付4个月的伙食费，负担有些重，但是要比方法②的成本

低，强烈推荐给喜欢吃韩餐的学生。

申请方法 向食堂入口的员工申请，并从申请之日起开始用餐。

选择类型 可在是否包含早餐和周末餐等4类选项中自由选择。

注意事项

- 申请后不能取消和退款，因此不适合用餐不规律的学生。

- 每个建筑物的出入方法都不同。

（BTL宿舍使用入住日发放的钥匙卡，栗谷馆前的食堂则采用指纹认证方法）

缴纳方法

- 缴纳方法与宿舍管理费缴纳方法相同，只能在规定的时间内缴纳。

- 按照个人意愿, 选择打印通知书中介绍的“4种用餐选项”的任意一

项后，按照金额汇款。

建议
- 抵达韩国后，2~3天内购买餐券，体验一下是否能吃惯韩餐。

- 参考开学第一周的上课时间表，确认上课时间和宿舍用餐时间是否冲突。

方法②

如有所需，

可购买餐券

宿舍食堂
（2处）

- 可在BTL餐厅及栗谷馆餐厅入口处的餐票自动贩卖机上购买餐券

（4,500韩元）。

学校食堂
（3处）

- 3,000韩元~6,000韩元 （现金或刷卡）

- 白鹿馆1楼：韩餐，炸猪排，拉面 

- 天池馆1楼：韩餐，炸猪排，拉面 

- 天池馆2楼：汉堡，炸鸡 

 7. 留学生新生的入学教育

全体新生都要参加“入学教育”，聆听校园生活的介绍。

日期 9月2日（周日）下午1点

地点 60周纪念馆1楼（建筑代码100）

内容

- 领取校园生活指南及通知

- 员工介绍，学生代表致辞

- 培训校园生活的主要事项

 8. 选课申请时间

选课申请
(选课/变更) 

8月13日（周一）上午10点-下午5点 交换生选课

8月14日（周三）~17日（周五）下午5点 可取消已申请的科目或者添加想选的科目（第一次机会）

9月5日（周三）~7日（周五）下午5点 可取消已申请的科目或者添加想选的科目（第二次机会）

选课申请方法

方法①：登录学校网站，直接在线申请

- 在申请时间内登录网页点击【选课申请】

- ID：九位数学号

- 密码：生日的前六位数（例：940527）

方法②：拜托Buddy

- 在江原大学英文和中文网页通知事项中确认本学期英语课目录

（1月末，7月末）

- 向负责Buddy发送邮件，说明自己想选修的课程信息。

（必须告知课程英文名称，课程韩语名称，课程代码，上课日&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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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韩国语教室——水平测试

白岭志愿团韩国语教室

（没有学分） 详细事宜再通知

请参考上学期的课程资料↓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9&nttNo=116328

&&pageUnit=10&key=1414&pageIndex=1
国语国文学系韩国语课程

（认证学分 ）

 10. 投保

在韩国学习的所有留学生，必须在滞留期间购买保险。

投保非选择事项，而是义务事项，没有投保的学生可能被取消入学资格，请学生留意。

选择 ①

购买江原大学介绍伤害保险的情况

- 留学生新生入学教育时会介绍缴纳方法等详细内容。

- 9月3日（周一）-9月4日（周二）上午10点-下午5点，到国际交流本部, 申

请入保.

- 保险费：6个月约为7万韩元，1年约为13万韩元

（兑换韩币后，准备现金）

选择 ②

个人购买所需保险的情况

- 不想购买江原大学介绍的伤害保险时，在购买其他所需保险后，提交相关证

明材料。

- 自开学之日起7天内，将投保证明书复印件交给国际交流本部办公室。

- 能在(非学生以外的本国以外的)韩国得到保障。

- 证明材料要包含个人资料和保障时间等主要内容，1~2份即可，必须是“英

语”材料。

《江原大学介绍的伤害保险——参考事项》

- 学校只是为了给学生提供便利，介绍保险公司，自缴纳保险费之日起，因受伤等需要领取保险金时，都要直接咨

询保险公司。

- 保险公司的咨询电话将由会说英语或中文的员工接听。

- 因为这不是健康保险，而是“伤害保险”，因此牙科治疗或身体检查等不包含在理赔范畴内，只包含灾害或事故

造成的治疗费用和住院费。 此时，保险公司会报销90%的治疗费用和住院费，剩余的10%要由个人承担。个人承担

的费用是大多数保险公司适用的普通方法，即几乎没有无条件保障100%的保险。 

(Click)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8&nttNo=116295&&pageUnit=10&key=1413&pageIndex=1

 11. 网络环境 

韩国的网速非常快。可在宿舍、图书馆和院系建筑的电脑室里使用有线电脑。另外，还可以在宿舍或校内教室里使用

wifi信号，免费使用无线网络。 

- 校内无线网络（KNU-WLAN-OPEN）：密码 → beyondme

（宿舍密码, 可在入住后向宿舍行政室咨询。）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9&nttNo=116328&&pageUnit=10&key=1414&pageIndex=1
http://www.kangwon.ac.kr/english/selectBbsNttView.do?bbsNo=308&nttNo=116295&&pageUnit=10&key=141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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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国际交流本部 （建筑代码 314）

地  址

韩国（24341）江原道春川市江原大学路1番地，国际交流本部

International Affair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Zip code : 24341)

交换学生负责人

中国 Mr. Tony Won intnknu@kangwon.ac.kr 82-33-250-7193

非亚洲区域 Ms. Jinny Jang intn@kangwon.ac.kr 82-33-250-6989

亚洲区域（中国除外） Ms. Anna Lee intnknu@kangwon.ac.kr 82-33-250-6986

国际交流本部办公室

（可访问时间）

平日上午9点-下午6点 （午休时间为下午12点-1点）

公休日，建校纪念日，节假日不办理业务。

 13. 主要通知事项的通知日期

→ 请务必到学校英文和网站【通知事项】确认通知的日期。  因不确定通知内容及日期导致的问题，我们概不负责。

http://www.kangwon.ac.kr/english/bbs/board.php?bo_table=ip_others

区分 日期 说      明

本学期 

课程科目(确认) 8月1日(周三)

用EXEL文件确认本学期选修的

英语或韩语授课课程目录

学号 上学期间，一定要记住江原大学向每位学生发放的9位数号码。

宿舍 8月24日(周五)
确认本学期要入住的建筑名和房号。

（根据宿舍情况，房号可能发生变动，因此，请在入住日向管理室最后确认。）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入学教育 9月2日下午1点 60周年纪念馆 1层

缴纳住宿费 9月6日~7日 确认住宿费的缴纳方法和时间

春季学期开课 3月2日~6月21日, 秋季学期开课 9月3日~12月26日

✓ 确认准备材料

外国人登录证申请材料 护照，护照复印件2份，照片，外国人登录证申请书

投保证明书 在本国购买个人保险时，提交英文证明书

护照复印件 为了开设银行账户，申请学生证等，最好复印3份作为备用

http://www.kangwon.ac.kr/english/bbs/board.php?bo_table=ip_others
http://knudorm.kangwon.ac.kr/home/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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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商品的比较  Daily Necessities  (韩国生活 物价)

 货币单位:韩元(\） Currency Unit (Won)  (韩国货币)
  

Paper Money
50,000 won 10,000 won 5,000 won 1,000 won

Coins
500 won 100 won 50 won 1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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