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에서의 생활 
 

1.비자와 여권의 중요성 
국제학생은 입국시 여권을 소지하고 X1 또는 X2 학습 비자를 신청하여 중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X1 비자는 중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으며 X2 비자로는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X1 비자로 입국하는 학생은 중국 법에 따라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거류로 간주되어 최고 10,000 위안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심할 경우 

출국까지 요구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 : X1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중국에 도착 후 위생보건센터(해정부 진료부)로 이동해야 하며, 이미 

본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학생은 본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자료 (원본)를 가지고 보건센터로 가세요. 

신체검사 보고서를 발급받은 즉시 유학생사무실에 학습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 이름 ：北京国际旅行卫生保健中心海淀门诊部 

주소 ：北京市海淀区西北旺镇德政路 10号。 

신체검사 시간：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15 

주의 사항 ：1) 신체검사시 공복상태 유지 

2） 반드시 여권과 여권사진 2장 JW202표와 입학허가서 원본과 복사본을 지참하세요. 

가격(참고): 학습 거류증 400위안/6개월, 800위안/12개월, 중국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실제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X2 비자를 받고 입국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학생은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X1또는 X2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북경외국어대 유학생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이메일 

주소：visa@bfsu.edu.cn，이미 입국하신 분은 여권을 가지고 북경외국어대 유학생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2.기후소개 
① 대략적인 온도와 강수 

전체: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며, 겨울엔 춥고 건조 봄, 가을은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봄 ：평균 기온 3℃-13℃ 최고 기온 26℃ 최저 기온 -6℃ 평균 강수량 46mm 평균 강수일수 12일 

여름 : 평균 기온 18℃-28℃ 최고 기온 31℃ 최저 기온 17℃ 평균 강수량 124mm 평균 강수일수 12일 

가을 ：평균 기온 15℃-25℃ 최고 기온 26℃ 최저 기온 -6℃ 평균 강수량 93mm 평균 강수일수 10일 

겨울 ：평균 기온 -1℃-8℃ 최고 기온 14℃ 최저 기온 -16℃ 평균 강수량 21mm 평균 강수일수 6일 

 
② 주의사항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추운 

편이므로 보온에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날씨가 비교적 많으며 오후에 자주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이 밖에 여름철에는 강수 가 비교적 많으므로 우비를 휴대 하세요. 

 
전체 : 북경은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주의해야 하고, 북경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비교적 많으니, 

강풍주의보에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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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출행: 
(1) 지하철: 

위치: 위공촌（魏公村）역은 북경 지하철 4호선의 한 정거장으로 북경시 

해정구 중관춘（中关村）남길 위공촌길(魏公村路)에 위치한다. － 학원남 

쪽길로 모이는 북쪽 입구(学院南路交汇路口以北) 

버스 첫차와 막차: 안하교북(安河桥北)으로 가는 방향, 5: 42 - 23: 42 

천궁원(天宫院)으로 가는 방향: 5: 17 – 22:37(전체노선) - 23: 02 (종착역 

공익서교(公益西桥)) 

 
(2) 버스: 

최근 북경외국어대학교 버스 정류장 이름이 위공촌 서구역(魏公村西口)이라고 합니다. 

 
 

(3) 자전거, 전기차: 

자주 차가 막히는 베이징 도시에서 자전거와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공유 자전거는 

기업이 캠퍼스,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주민 지구, 상업 지구, 공공 서비스 구역 등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가지 자전거 대여서비스이다. 휴대폰을 통해 QR 코드를 스캔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전거를 대여받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 문제로 인해 공유 자전거는 북경외대 캠퍼스에서 통행을 

금지한다. 

(4)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여러 어플: 

디디다처（嘀嘀打车）: 택시, 쫜처, 콰이처, 트레킹, 순풍차, 대리운전, 버스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포함한 역행 

플랫폼이다. 디디다처는 모바일 인터넷 특성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해 요금을 지불한다. 

 
띠다추씽（滴答出行）: 그전 이름은 띠다'합승(카풀)'이었다.띠다추싱은 택시서비스와 카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치 선정이 정확하고, 가격이 띠디 보다는 조금 낮지만,먼 지역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가장 큰 

단점은 택시서비스와 카풀서비스만 제공한다. 

 
조조쫜처(曹操专车): 인터넷 + 신에너지가 다니 서비스 플랫폼으로, 신에너지차의 시간별 임대 등의 서비스를 

모아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탄소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이퇀다처（美团打车）: 메이퇀다처 플랫폼 사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 

의 원스톱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의사항: 가짜택시와 헤이처(黑车)를 조심해야한다.아래 4가지 사항을 유의하면 가짜택시를 구별할 수 있다. 

(1) 가짜택시는  정규택시의  외형만  복제할 뿐 정규택시의  카드,표를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헤이처(黑车 

)기사들은 갖가지 변명을 대면 반드시 승객이 현금을 내게 할 것 이다.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택시를 타기 전 

차량번호판을 확인하여 차량에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2) ‘ 가짜 택시 ’ 로 사용된 것은 모두 가짜 영수증이다. 승객들은 영수증의 명칭과 자동차의 표시등과 차문에 

표시된 회사이름이 다른 걸 발견한다면 이 차는 아마도 가짜일 수도 있다. 

(3) 정규 택시 운전석 위치에는 택시 운전사의 개인 정보와 운영 허가증, 택시사의 사인 등이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다면 그 차는 가짜택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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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위생보험: 
보험: 외국 유학생은 우리 학교에 지정된 단체 종합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우리 학교는 보험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입학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보험 등록일은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1 학기에 400 

위안, 1 년에 800 위안 (위안이다) 이다. 

의료 서비스: 

당신이 아프면 학교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외대 주변 에는 황장(黄庄)의 

해양병원（海淀医院）, 서원（西苑） 의 중의원(中医院） 등이 있고 도시 지역주변에는 협동병원(像协和医院 

) • 베이징 병원（北京医院） • 중일 우호 병원（中日友好医院） • 동인병원（同仁医院） 등 모두 매우 좋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필요함에 따라 가서 언제든 진찰받을 수 있다. 

 
* 주의사항:북외대에서는 모든 유학생에게 의료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료 할 때 의료보험의 범위와 사용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진찰 하기 전,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연락하여 상세히 물어봐야하며 

중국베이징의료보험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은 보험계약의 관련조항에 따라 엄격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히 물어봐야한다. 

 
(2) 인근 병원: 

북경외국어대학교병원 

주소: 서교구, 유학생 아파트 6동 뒤에 있습니다. 전화: 88816979 

해양병원(海淀医院): 

주소: 인민대학교 부근， 3급갑등 병원이며, 위치는 해양황장 서부각（海淀黄庄西北角） , 북외대에서 약 3km 

정도이며.버스 944번을 타고 해전황장역(海淀黄庄站)에 내려서 갈 수 있다.전화: 82619999 북경대학인민병원

（北京大学人民医院）: 

주소: 서직문（西直门），가는버스 634 번을 타서 종착역에서 내리면 바로 도착합니다.전화: 88326666 

북경대학제 3 병원(北京大学第三医院) 

주소: 해양구화원북로（海淀区花元北路） 49호.구급 전화: 6275-1919 전화: 6201-7691 협화병원(协和医

院) 

주소: 동성구훈남원（东校区帅府园） 1 호.전화: 6529-5812 

북경병원 

주소: 동성구（东城区） 동부대화로(东单大华) 1호.전화: 6513-2266 

중일우호병원. 

평화거리북구（和平街北口） 벚꽃 동로(樱花东路) 

전화:  6422-1122  이나 6422-2969 

친선병원（友谊医院） 

주소: 선무구（宣武区） 영안로（永安路） 95 호 

전화:  6301-4411 

동인병원（同仁医院）. 숭문안대（宗文门

内大） 8 호 숭문문 전화:  (010)5826669 

북경 구급센터 

전화: 120 이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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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1) 핸드폰 카드 

중국 3 대 통신회사: 이동, 전신, 연통. 

휴대 전화 유심카드 만드는 방법 : 여권을 가지고 이동(移动) / 전신（电信） / 연통（联动）통신사에 가면 중국 

휴대전화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북외대 교정 안에는 휴대전화 통신사가 없어 북경이공대학이나 중앙민족대학 

교내에 있는 통신사에서 유심카드를 살 수 있다. 반드시 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핸드폰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는 전국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제외) 에 통용된다. 

제한 데이터에 관한: 인터넷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중국유심카드는 패키지상품이 많고 일반 상황 에서 휴대전화 패키지에 포함 되어있는 국내통화 및 

전국 (홍콩 • 마카오 및 대만 지역) 데이터사용 외에 별도로 사용한 부분은 따로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카드는 여러기형에 적용된다 

* 북경외대WIFI는 학교 안 어디든 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 속도가 높은편이고, 교내 사용량 사용빈도가 적다 

(2) 소셜 소프트웨어 위쳇 

*주의:핸드폰 번호로 가입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로 한번 씩만 가입가능하다. 

‘ 마이크로 신호 ’: 친구가 당신의 마이크로 신호를 입력해 당신을 친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계정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하나의 위쳇이 생기는데 이 는 한번만 변경 가능하다. 

절친한 친구: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ID를 입력하십시오. 

공공번호: 많은 편리한 서비스 및 교내외 공지 정보는 공공번호를 통해 얻을 수 있다.북외대 각 학부 공번은 학원 

교습정보 열람,교내활동,성적조회,시간표조회 등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며,북외대 유학생 조직 및 동아리 

공공번호는 행사통지,동아리 동태 및 구성원 모집공고 등이 올라온다 

(4) vpn (vpn) 

북경외국어대학 캠퍼스WIFI（BFSU、BFSU secure）을 연결하면 Instagram、Youtube 및 google 학술 

수색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6．소비 
(1) 위쳇 

지불 기능: 위쳇의 지불 기능은 실명 인증 을 거쳐야 한다.중국 대륙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지불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주의: 모든 은행의 카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지불 과정: 

1, 화면 아래쪽 난간에 '나'를 클릭, ‘돈'을 클릭하여 지불코드를 제시합니다. 

2, QR코드를 스캔하여 돈을 지불합니다. 

잔돈: 잔돈은 사용자가 위쳇페이에서 받은 돈, 받은 돈봉투, 계좌이체 모둔 잔돈으로 들어가 

충전,인출,지급기능을 지원합니다(잔금 충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알리페이 

알리페이 개통: 알리페이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중국 대륙 신분증 을 소지하지 않는 사용자는 

인터넷으로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실명인증을하여 은행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알리페이 지불 유정: 1, QR코드를 스캔하고 돈을 지불하여 계산하다 

.2, 자기자신의 QR코드를 보여줘서 돈을 지불한다 

마이화베이(Ant check later): 화베이는 일종의 소비신용상품으로 개통 신청 후 500-50000元의 소비한도를 

받는다.사용자는 소비할 때 화베이 한도액을 미리 지불하고 선 소비,후 지불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계좌의 잔액 조회: 아래쪽 난간 ‘재산 ’ ‘ 총자산 ’을 누르면 게좌 잔액조회가능 

(3) 학교 은행 

교내: 중국 건설은행 24 시간 뷔페 (북경외국어대학교지점): 서삼환 북로 19 번 북외 국제 빌딩 1 층 동쪽홀 주변: 

중국 공상은행 (북경 위 공촌 지행): 해양구 위공촌가 1 호 베베호 집원 2 호루 1동(가까운 관촌남거리) 

(4) ATM 

동원 

문화 광장: 중국 건설 은행, 중국 공상 은행, 광대은행, 북경 은행 

학생 슈퍼마켓 지하: 중국 건설 은행 

학생 식당: 북경 은행 

서원 

외연사 빌딩: 교통은행 

국제 빌딩: 중국 건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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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생활 
1.물, 전기, Wi-Fi 
(1) 물: 

먼저 가장 주의할 점은 북경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기숙사에 온수기가 구비되어 있으니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 정수기 물을 마시고 싶다면 보증금을 내서 생수통을 빌리면 됩니다(보증금 100위안, 

반납할 시에 보증금 환급). 장소는 백로 뒤편이며, 전화를 걸어 주문하면 기숙사 문 앞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생수통 하나에 16위안) 

위의 가격은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가격은 宿管中心에서 알려 줍니다. 

생수통 전화번호: 010 8881 6561 혹은 138 1178 6555. 

(2) 전기: 

전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숙소에서 무료로 공급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宿管中心에서 통지하며 대략 40-60 

도). 만약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전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Wi-Fi: 

학교의 Wi-F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동문 근처에 위치한 지하 1층 학생마트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 구매 

시 100위안을 내는데, 저장/등록비 40위안+한 달 인터넷 비용 60위안. 이후 매달 60원씩 지불하면 됩니다. 

등록하러 갈 시에 여권과 학생증을 반드시 갖고가세요!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할 시 최대 두 개의 장치에만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숙사 내에서도 개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와이파이 등록 시 매달 120위안, 

와이파이 공유기는 별도로 230위안이며, 만약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다면 직접 사도 괜찮습니다. 

위 값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값은 宿管中心에서 공지합니다. 
 

2.학생 카드 
카드 등록을 하면 학생 한 명당 학생카드를 한 장씩 받게 됩니다. 카드로 학생 식당과 교내 상점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카드 충천은 충전기계에서 할 수 있는데 충전하는 곳은 학교 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당 1층, 지하 마트 등) 

만약 학생카드 분실 또는 고장이 나면 지하 슈퍼마켓의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학생 카드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기숙사 
BFSU는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고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며 더 나은 

숙박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동원, 서원 두 캠퍼스에 각각 4 개의 유학생 기숙사: 백로, 국교로, 1 호로, 

6호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서원: 

백로 : 서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专家楼건물과 인접하여 주변이 조용합니다. 

6호로 : 학교병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식당과 인접해 있고, 슈퍼와 세탁소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동원: 

국교로 : 근처에는 동원식당, 세탁소, 인쇄소가 있고, 남쪽에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1호로 : 대다수 중국 학생들의 숙소와 동일한 건축 양식이며, 동원 정문과 인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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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핑 
• 교내 쇼핑: 

학교에는 총 5개의 교내 슈퍼마켓이 있으며, 동원 서원에 상관없이 주변에서 100미터를 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외 쇼핑: 

魏公村 상권 

五星超市: 소동문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걸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주로 생활용품을 판매. 

超市发: 소동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첫번째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1-2분정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학교근처에서 가장 큰 슈퍼여서 필요한 물품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中关村 상권: 

944路(혹은 运通 109线)버스 혹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海淀黄庄역에서 하차. 新中关购物中

心 

欧美汇购物中 

 
西直门 상권: 

버스 563이나 4호선을 타고 西直门역에서 하차. 

凯德MALL 

 
西单 상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西单에서 하차 西单大悦

城 

西单购物中心 老佛爷百

货 

 
온라인 쇼핑 

 

 

淘宝 app 天猫 app 京东

app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학교 주소; 北京市海淀区西三环北路 2号北京

外国语大学 

우편번호 ：100089 

 

 

5. 음식 
(1）학교에서 밥 먹기 

먼저 학교 식당에서는 중국 각지의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중국 요리는 

베이징 요리, 저장 요리, 쓰촨 요리, 후난 요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슬람, 중동, 일본, 한국 요리 등의 외국 음식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포장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내에 두개의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는 

커피, 샌드위치, 토스트, 조각 케이크, 스파게티, 와플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원, 서원 근처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숙사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것도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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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 식당 

학생식당은 동원국교로 부근에 4층으로 층마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베이징 요리, 저장 요리, 

일식, 한식 등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清真食堂은 동원 8 호동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清真食品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중국 학생들과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학생 식당 개방 시간: 

아침: 7:00-8:20(1,3층) 

점심: 11:00-12:40(1,2,3층) 

10:30-13:30(지하 1층) 

저녁: 17:00-18:40(1,2,3층) 

16:30-21:00(지하 1층) 

清真食堂 개방 시간: 

아침: 7:00-8:00 점심: 

11:00-12:40 저녁: 

17:00-18:40 

（3）배달 

배달은 직접 기숙사 아래층으로 배달해주어서 간편하고 좋은 선택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온라인 주문 결제가 간편합니다.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배달 장소와 

시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당을 클릭하여 메뉴의 그림도 보며 음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장 다운로드 배달 앱입니다. 

 

6. 학교시설(체육관, 도서관, 인쇄소, 세탁소, 사진관) 
（1） 체육관 

교내 체육관은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합니다. 체육관 

프론트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개방시간: 월~금 14:00 ~ 22:00 

토요일과 일요일 10:00 ~ 22:00 

배드민턴장 오전 10:00부터 개장 

수영관 개방 시간: 

월 ~ 금요일 17:30~19:00\\20:30~22:00 

토요일과    일요일   10:00~11:30\\12:30~14:00\\15:00~16:30\\17:30~19:00\\20:30~22:00 

（2）도서관 

도서관은 동원 연못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8:00 ~ 22:00입니다. 

도서관 내에 부정기적으로 강좌가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는 lib.bfsu.edu.cn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도서 

관련 정보를 조회해 도서관에서 책 번호 검색하여 책을 찾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린 책은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 

（3） 인쇄소 

학교에는 많은 인쇄소가 있습니다: 동원 소남문 밖, 국교루 동쪽(8号寝室楼对面), 红楼지하 1층, 학생 식당 뒤쪽. 

（4） 세탁소 

동원 소남문(食堂后), 국교루(8号寝室楼对面), 서원 일본식당 근처 이렇게 세 곳에 세탁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5） 사진관 

동원 红楼(学生服务中心旁，操场东面)지하 1층에서 출력과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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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리 명단 
 

동아리 명칭 姓名 微信 邮箱 

SICA국제 교류 동아리 张朵 15901092593 zddora@hotmail.com 

북외대 실크로드 연구 동아리 林徽东 15901097325 leolin1998625@163.com 

북외대 자기계발 동아리 田汶鑫 twc824469317 tianwenxinbfsu@163.com 

북외대 방송 동아리 杜珂 lalaladk0703 719217152@qq.com 

북외대 학생모집 홍보동아리 郑堾月 zcy1435486890 1435486890@qq.com 

북외대 변론시합팀 缑欣宁 gxn640 bfsudebating@163.com 

사향 학당 赖金婷 18910275496 17070010@bfsu.edu.cn 

한복 연구동아리 郑楠薷 zheng1998331 337069666@qq.com 

북외대 서예사랑 동아리 林崇威 LCW1104400749 rimon1999@126.com 

북외대 적십자 孟琦 18385522900 407190211@qq.com 

북외대 컨설팅 동아리 徐嘉萱  13521780353@126.com 

봉사 동아리 樊祖薇 15856650249 2026547623@qq.com 

북외대 비즈니스 토론팀 顾心怡  gu.xinyi@outlook.com 

바둑 동아리 钟傲然  2903763235@qq.com 

북외대 태극권 동아리 包奥运 bay0809olympic 15801291513@163.com 

사진 동아리 张格瑞 stellarhymia 471279427@qq.com 

교우 교류 센터 余力凡 17755657205 hefeiyvlifan@163.com 

북외대 국제 학생회 唐梦琦 lt0666020030 657180009@qq.com 

북외대 my wing 애니메이션 동아리 李爽  1303206405@qq.com 

탁구 동아리 林凤仪 lfy18910280679 lindafengyi@126.com 

만담 동아리 安婧  ann_jdys@126.com 

취업 동아리 黎鑫迪 18701490732 didi0430@126.com 

북외대 통역과 다문화 미디어 작업실 黄燕妮  847775498@qq.com 

북외대 현대음악 동아리 蒙萌 M20000513M 1165715746@qq.com 

희곡 동아리 李梦琪 18811734501 941693587@qq.com 

언어 심리 동아리 谢翊思  731088487@qq.com 

태권도 동아리 钟莹 VeraZhongYing VeraZhongXiaoyu@163.com 

학교 역사관 자원자 협회 潘梓璇 lszxjz 18276390143@163.com 

창업 동아리 周颖 18810968009 zy1334756108@163.com 

모의유엔 동아리 张虓 MarcoZHANG1998  

북외대 청년안전 동아리 李明阳  591577842@qq.com 

북외대 영화 동아리 魏子淳  weizichun1998@163.com 

심리 동아리 赵雪延  zhaoxueyan@bfsu.edu.cn 

 

주의：동아리 회장은 매년 바뀌므로, 이 연락처는 2018-2019 학년도 에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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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무실 명단 
유학생 사무실/ Overseas Student Affairs Office ，동캠퍼스 학생 서비스 센터 2 층 201，전화번호：

88816549 유학생 기숙사 관리센터/Service center of Dormitory, 서캠퍼스 백로 1층，전화번호：88816881 

인터넷 서비스 센터，동캠 8호동 지하 슈퍼 1층，전화번호：88816665 

 
더 많은 유학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공식 사이트인 lb.bfsu.edu.cn에 접속 하거나 위챗에서 아래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북외대 정보를 확인하세요. 

 

 

 

 

 

 

 

 

학생 활동과 생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위챗으로 아래의 큐알 코드를 스캔하고, SICAxBFSU 공식계정에 

구독하여 유학생 위챗 단톡방에 들어갈 수 있고 정기적으로 학교 행사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사무실은 

매년 12월에 유학생 파티를 개최하고, 

 

 

 

 

 

 

 

 

 

 

 

 

 

 

 

 

 

 

 

 

 

 

 

 

 

 
手册编写人员名单（排名不分先后）： 

Jimmy 周心培 曲华龄 孙璨璞 Farouk Khuslen T 李美慧 何雨瑄 

周昱君 朱中一 于欣怡 张   朵 千熙承 白书炫  金槿明 

 
 

9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