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체크리스트
학생들이 입학 전/후에 완료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필수사항, 추천사항, 고려사항으로 구성된 이 체크리스트는 신입생들이
UNIST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필수사항
등록(예치)금납부등록
정해진 기간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기 : 12월(수시/외국인), 5월(외국인)
※ 등록(예치)금 납부기간은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변
경될 수있습니다.
문의 : 입학팀 (052) 217-1120
http://adm-u.unist.ac.kr/(입학국문)
http://adm-u.intl.unist.ac.kr/(입학영문)

영어 레벨 테스트
UNIST 신입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치러
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정규학기 수강신청이 제한
됩니다.
참고해 반드시 테스트를 완료하세요.
시기 : 입학 전
문의 : 언어교육센터 (052) 217-4074
http://lec.unist.ac.kr/

Pre-UNISTAR Program
신입생들이 정규 수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프로그
램입니다.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포탈 접속 후 e-Edu메뉴를 클릭하세요.)
※영어 과목은 온라인 수업이 없습니다. 레벨 테스트 후 레벨1을
받은 학생은 영어캠프에 참가해야 합니다.
문의 : 학사팀 (052) 217-1118
언어교육센터 (052) 217-4074
http://portal.unist.ac.kr

포털 계정 생성
UNIST 포털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IT캠퍼스의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수강신청, 학사관리, 증명서 발급 등 모든 IT서비스에
포털 계정이 필요합니다.
시기 : 2월(오리엔테이션)
문의 : 정보전략팀 (052) 217-1433

수강신청
자동으로 수강신청 된 과목 이외에 권장 18학
점, 최대 21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세요.

건강진단서
오리엔테이션 2주 전까지 흉부 X-선,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완료하
고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기:2월

시기 : 2월
문의 : 학사팀 (052) 217-1113
(수강신청 사이트 추가)
http://portal.unist.ac.kr

생활관 입사 신청
생활관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합격발표 후 수험번호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 : 2월
문의 : 생활관 (052)217-4013
http://dorm.unist.ac.kr/

http://portal.unist.ac.kr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실이 제한됩니다.
문의: 헬스케어센터 (052)217-4012
생활관 (052)217-4013

외국인 등록
국제학생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
을 발급받으세요.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시기 : 3월, 9월(입학 시기에 따라 등록 시기가 다릅니다.)
문의 : 국제협력센터 (052)217-4120
http://www.hikorea.go.kr/pt/main_en.pt

> 추천사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확인하세요. 학교생활에 대한 유익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됩
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세요.
시기 : 2월
※9월에 입학하는 국제학생은 8월에 오리엔테이션을 합
니다.
문의 : 학생지원팀 (052)217-1133

학사제도
자세한 내용은 아카데믹 라이프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책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학사팀 (052)217-1113

국제화센터
국제학생은 국제화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문의를 담
당합니다.
위치 : 학술정보관 1층
문의 : 국제협력센터 (052)217-4125
http://cia.unist.ac.kr

실손의료보험

경남은행 계좌
경남은행은 UNIST 주거래 은행으로 학내에 지
점이 있습니다. 학생증은 경남은행 계좌와 연
동되고 대학본부 1층에 있는 출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과학기술원 출
장 출장소 : (052)262-1305

국제학생은 상해 및 질병 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세
요.
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습니다.
※ 이 사항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별도 안내합니
다.문의 : 국제협력센터 (052)217-4125
www.aig.co.kr

> 고려사항
전자출결 단말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전자출결 시스템에 익숙해지세요.
수업시작 10분 전 ~ 시작 후 10분 : 출석(O)
수업시작 10분 후 ~ 30분 : 지각(/)
수업시작 30분 후 ~ 수업 종료 : 결석(x)
전혀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결석(_)으로 처리됩니다.
문의 : 학사팀 (052)217-1113

편의시설
은행, 식당, 편의점, 우편실 등 학교 안 편의시설 위치를 확인하세요.
문의 : 서브원 (052)217-0119
http://www.unist.ac.kr/campus-life/other-facilities/

공동취사시설
국제학생을 위한 공동취사시설이 생활관 건물에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사감실에 신청해야 합
니다.
위치 : 304, 305 - 1F, 306, 309 - 2F
이용시간 : 6:00~ 20:00
※이 시설은 국제학생만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 생활관 (052)217-6976~7

학생상담•헬스케어센터
학생 상담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위치 : 대학본부 지하 1층 105호
운영시간 : 9:00 ~ 18:00
문의 : 학생상담• 헬스케어센터 (052)217-0114

모바일 아이디
모바일 아이디를 발급받아 학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문의 : (052)217-1433
http://portal.un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