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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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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Britain) = British 

4개의 지역으로 나뉨 

영국에 관한 상식 – 지역  



영국에 관한 상식 – 기본정보  

 수 도 : 런던 (London, 700만명) 
 
 인 구 : 6,020만명 
 
 면 적 : 241,752km2 (한반도의 1.1배) 
 
 주요 도시: 브라이튼, 옥스포드, 캠브리지, 에딘버러 
  
 주요 민족: 앵글로색슨, 켈트 
 
 종 교 : 영국국교 (50%), 카톨릭 (11%), 개신교 및 기타 (39%) 



영국에 관한 상식 – 주요도시[런던] 

-영국의 수도. 1,600㎢ 800만 이상 인구 

-유럽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인구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Zone1~6까지 구분                                                

-유럽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중심지 

-다양한 교육기관  

<대표 관광> 

버킹엄 궁 근위병 교대식 

트라팔가 광장 , 내셔널 갤러리 

대영박물관, 테이트 모던 갤러리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 빅벤 

런던타워 , 타워브릿지  



영국에 관한 상식 – 주요도시[캠브리지&옥스포드] 

-런던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용이 

-캠브리지 대학 등 세계적 명성의 대학으로 유명 

<대표 관광> 

명문 대학 (King’s College, Trinity College등) 탐방 

대학의 풍경과 함께 녹아있는 자연환경 

펀트(Punt)로 캠(Cam)강 즐기기 

-런던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 

-대학도시 뿐 아니라 교통, 공업  산업도 유명 

-캠브리지 대학과 순위를 앞다투는 옥스포드 대학 

<대표 관광> 

크리스트 처치와 대성당 /한숨의 다리 (Birdge of Sighs) 

모들렌 칼리지 (Magdalen College) / 



- 영국의 아름다운 해안 

- 은퇴 후 퇴직자들이 많이 찾는 휴양 도시 

- 도시의 규모에 비해 화려함. 런던에서 버스로 약 2시간 

- 19C초부터 주말휴양지로 급속한 발전 

<대표 관광> 

- 11km에 이르는 긴 모래톱  

- 공원과 자연과학 박물관, 미술관 

- 여름:해수욕장 겨울 : 따뜻한 기후의 피한지로 유명 

-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생기가 넘치는 해변도시 

- 런던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소요 

- 브라이튼 센터 : 국제회의 개최, 국제적 비즈니스도시 

<대표 관광> 

- Royal Pavilion  

- Brighton Museum & Art Gallery / Palac Pier 

영국에 관한 상식 – 주요도시[본머스&브라이튼] 



영국에 관한 상식 – 기후  
 한국과 같은 4계절 (봄/여름/가을/겨울)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 영향으로 대체적 따뜻함 

 하루 동안 4계절이 있다 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날씨 

 연간 강수량은 적으나 흐리고 지나가는 비가 많음 

 1~2월 평균기온 5 ℃, 7~8월 평균기온 16 ℃ 

 11~3월 체감 온도는 더 낮은 편 

도시명 여름 평균기온(℃) 겨울 평균기온(℃) 

런던 17.6 4.2 

캠브리지 14 6 

옥스포드 12 7 

본머스 15~17 6~7 

브라이튼 13~16 3~5 



영국에 관한 상식 – 시차  
 영국과 한국의 시차 :  9시간  

    [Summer Time (3월 마지막주 일요일 ~ 10월 마지막주 일요일) - 8시간] 

[일반] 한국 오후 1시 ▶▶ 영국 오전 6시 

[Summer Time] 한국 오후 1시 ▶▶ 영국 오전 5시 



영국에 관한 상식 – 전압/통화  

 전압 – 230~240V  통화 

5∙10∙20∙50 Pound 1∙2∙5∙10∙20∙50 Pence 
1 Pound 



영국에 관한 상식 – 의료혜택  

 NHS (National Health Service) 

- 영국 정부 의료 서비스 시스템 

-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혜택 불가능하지만  

  학생비자 및 6개월이상 Visa Letter 소지 시  

  가입을 허가 하기도 함  

 병원 이용 

- GP(General Practitioners):  

 NHS 혜택이 가능한 개인 병원 (가정 주치의 개념) 

 등록 방법 

   - www.nhs.uk에서 가입하거나, 병원에서 등록 가능 

 

※ 영국내에서만 의료혜택이 가능하므로  
    유럽 여행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유학생 보험 가입 권장 

www.nhs.uk 



출국 준비  



출입국 필요 서류 [GSV]  

여권 최소 6개월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비자 여권 내 학업 기간 만큼의 General Student Visa비자 부착  

CAS  

Statement  
CAS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입학 허가 서류 

항공권 

결핵검사진단서 

 

 

행선지, 이름, 시간 확인 

비자신청 후 대사관에 여권 돌려받을시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꼭 입

국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류 

학비 내역서 및 학비 납부 영수증  

숙소 예약 및 공항 마중 확인서, 영문진단서/처방전,  

재정 증빙 서류  

 →현금,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잔고증명서 등 

※ 공통사항 
    - 위의 모든 서류 영문이름 철자 확인 

COPY 



출입국 필요 서류 [ESVV] 

여권 최소 6개월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비자 여권 내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가 11개월 부착 

School Letter 학교로부터 등록된 학업 기간 만큼이 명시된 입학 허가서  

항공권 

결핵검사진단서 

 

행선지, 이름, 시간 확인  11개월 이내 귀국일 명시 

 비자신청 후 대사관에 여권 돌려받을시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꼭 입

국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류 

학비 내역서 및 학비 납부 영수증  

숙소 예약 확인서 및 공항 마중 확인서, 영문진단서/처방전  

재정 증빙 서류  

 →현금,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잔고증명서 등 

※ 공통사항 
    - 위의 모든 서류 영문이름 철자 확인 

COPY 



출입국 필요 서류 [SVV] 

여권 최소 6개월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비자  
[Student Visitor Visa] 

한국에서 별도의 비자 발급 필요 없음 

비자레터 학교로부터 등록된 학업 기간 만큼이 명시된 입학 허가서  

항공권 
행선지, 이름, 시간 확인 

=> 6개월 이내 귀국일 명시 

숙박 증명서 영국 내 거주할 숙소확인서  

그 외 서류 
학비 지불 영수증 

재정상태 증명 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 공통사항 
    - 위의 모든 서류 영문이름 철자 확인 

COPY 



사진 

여권 PASSPORT 
※ 주의사항 

- 출국 전 유효 기간 확인 

- 파손 주의  

  찢어지거나 젖지 않도록 

-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주의 

  분실시 현지 영사관에서 신청 

-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것! 

   



GSV (여권 내 부착) ▶▶ 

사진 

시작일 만료일 

영문 이름 
생년월일 

비자 VISA 

ESVV (여권 내 부착) ▶▶ 

<GSV, ESVV 체크하기> 

① 비자종류 

② 신청자 이름 

③ 여권번호 

④ 성별 

⑤ 비자발급/만료일 

SVV (여권 내 입국 도장) ▶▶ 

<SVV 체크하기> 

① 입국도장에 VST 꼭 확인할것 



입학허가서 (CAS, Visa Letter) 

 General Student Visa 

   - CAS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 &  

   Student Visitor Visa  

  - Visa Letter  

 영문 이름 / 생년월일 / 센터/ 학업 기간/ 

   학비 지불 내용 등 확인 

신청자 

학비 지불 등 내용 



 영문 이름, 신청 센터, 개강일 등 확인 
 
 수업 기간에 따른 비용 확인  

 학비 납부 후 학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납부된 금액 맞는지 확인  

<학비 내역서>  <학비납부 영수증>  

학비내역서 & 학비납부 영수증 

학비 납부 확인 멘트 



  항공권 발권 전 확인사항 
- 본인 영문명 및 경유 시간 (최소 2시간 이상 권장) 
- 취소 및 환불, 기타 규정 (변경 횟수, 유효기간 등) 
 

  항공권 발권 후 확인사항 
- 공항 마중 확인서와 내용 동일한지 재확인 

항공권(전자티켓) 

[ 인천▶베이징(경유)▶런던 도착 항공권(e-ticket) 예시 ] 



숙소 확인서 

 숙소 주소 확인  
 
 숙소 기본 정보 확인   
  → 숙소 형태, 입실일, 계약 기간, 옵션  

숙소 주소 



공항마중 확인서 

 항공스케줄과 마중 확인서 일정 동일 
  여부 확인 
 
 공항 마중 시간, 장소, 비상연락처 확인 

항공스케줄 

학교비상연락처 



 개인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영    

  문으로 된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 준  

  비해가면 현지에서 병원 이용 시 용이  
 

 의약품을 다량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 할 경우, 필히 진단서 및 처방전  

  함께 구비해야 함  

영문진단서/처방전 



 영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 후 여권과 

함께 원본 서류 돌려받음 

 영국도착후 입국심사시 반드시 함께 

제출요함 

 ESVV, GSV 6개월이상 비자신청학생 

 SVV 로 24주학업시 검사 안받아도됨. 

결핵검사 진단서 



 기내용 가방 1 (10KG) + 화물용 가방 1개 (20 KG) 준비  

  - 한국 귀국 시 현지에서 사용한 교재 및 선물 등으로 인해 짐이 더 많아 질 수 있음  

 기내용 가방: 액체 류 (썬크림, 로션, 안약, 치약 등)  및 날카로운 물건 (가위, 연필 칼 등) 반입 불가 

   - 위와 같은 물품들은 모두 수화물 가방에 넣을 것 

  

 

 

  MP3,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급 사양 자제  

   - 여행자 보험으로 분실 시, 보상이 안됨.  

 개인 노트북 및 핸드폰 

 이불 및 침구류 등은 홈스테이에서 제공 

 신발 (운동화, 샌들 등) - 스포츠와 걷기에 편한 걸로 준비 

짐 꾸리기 Tip!! 

  기내 수화물, 액체류 휴대 금지 
 시행 : 2007년 3월 1일 부터 
 용기당 100㎖(요구르트 병) 초과 액체류 금지 
 투명 비닐 지퍼락 봉투 (20㎝×20㎝) 포장 
 면세점품 구입 시 경유 도시 및 목적지 통보 



환 전 
 
 환전 

 - 금액 제한 없음 

 - 단, US$1만불 초과 시 외국환 신고필증 지참  

   (환전은행에서 발급) 및 세관 신고 필수 

 - 현금 : 여행자수표 = 3 : 7 비율로 권장 
 
 

 T/C(여행자 수표) 

 - 발행 즉시 수표 상단에 서명 후 발급증명서와 수표번호를 별도 보관    

   → 분실 시 재발행 가능 (환전한 현금은 분실 시 찾을 수 없음) 

 - 사용 시 수표 하단에 서명하고 여권 제시 

 - American Express 편리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용카드  

        - 국제 통용카드(VISA, Master 등)만 사용 

        - 사용한도 → 연간 2만불 이내 (초과 시 국세청 통보) 
 

 국제 직불 카드    

        - 국내 은행에서 신청 가능  

        - 마크 확인 

        - PLUS/Cirrus 직불카드 널리 통용  
 

 현지 사용시 참고 사항   

        - 1일 인출한도 확인 (은행별로 상이) 

        - 1회 인출 시 수수료 

          : 인출액 1%+은행별 취급 수수료 



국내 은행 유학생 지정 

 유학생 지정의 장점 및 방법  

       - 송금 한도의 금액이 제한 없음 

        (단, 송금 및 환전금액 합계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부모님의 거래가 편리한 은행에 유학생 지정 신청 후 송금 

          서류: 여권사본, 6개월 이상의 입학허가서 사본 

          → 출국 후 매 연도별 재학사실 입증(재학증명서)  
 

 유학생지정 없이 개인 송금하는 경우 

       - 개인(건) 당 1만불 이하의 금액 송금 

          (1천불 이상 송금 시 거래은행 지정)  

       - 송금 합계 연간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해외 여행경비 – 1만불  

      - 1만불 초과 시 외국환 신고 필증 : 환전은행  



국제 운전 면허증 / 국제 학생증 
 

 국제 운전 면허증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여권, 사진, \7,000, 운전 면허증 

       - 비자, 항공권 필요 – 적성 검사 기간 
 

 
 국제 학생증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4,000 

       -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1부 혹은 입학허가서 사본  

         & 학비 납부 영수증 사본  



해외에서 스마트폰/컴퓨터 사용하기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해외에서 탬플릿 PC 사용하기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Lock 해제 최소 3일전 통신사에 전화하여 
     ‘Country Lock’  해제 요청 

 
 요청 후 3일 내로 해제 완료 문자 or 전화 도착  

 
 해제 성공 통보 후 ‘I tunes’에 연결해 동기화 작업 

 
 해당 국가 Usim 카드 구입 후 사용 

 
※ 3G 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국가 데이터 요금제 신청 시  
   사용 가능 (국가별 상이)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하기 (wi-fi) 
 

  -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 
 
 2. 3G, 4G이용 인터넷 사용하기 (지원 기기) 
 
 - 국내통신사 데이터 요금은 해외에서 적용 안됨 
 
 - 별다른 조치 없이 출국 후 해외 데이터 로밍 시 요금 폭탄 
 
 - 한국의 데이터 요금제 해지 조치 후 해당국가 통신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을 하면 3G / 4G인터넷 사용 가능   

해외에서 탬플릿 PC 사용하기 

 해외에서 아이패드 사용하기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노트북 사용의 장점? 

    - 학습 자료 적극 활용 (동영상 강의, Listening등) 

     - 공간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의 사용  

        (wi-fi 제공 장소)  

 해외 노트북 사용의 Tip 

    1. 전압 확인 (220V ~ 240V) 

     - 영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플러그 사용 하므로 주의 할 것. 

    2.  홈스테이 시 인터넷 사용 여부 확인 

      - 해외에는 ‘인터넷 종량제’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영국용>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여권 

항공권 (e-ticket) 

마일리지 카드 

수하물 탁송 

출국 3시간 전 
출국장 도착 

1 2 



 탑승권 & 수화물 Tag 

도착하여 짐을 찾을 때 까지 보관 

탑승 시간, GATE, 좌석 확인 

- 출국 비행기의 탑승 데스크에서 여권 / 이티켓 / 수화물을 제시하고 

     탑승권  및 수화물 Tag 수령   

      



 스타라인-외항사(CX, JAL, UA 등) 

 스타라인 탑승 
 탑승구 101~132 
 외항사 이용승객 

3 



▪ 제 3국 경유 (홍콩 / 일본 등): 수화물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한국에서 환승 티켓을 수령한 경우, 도착하여 바로 출국 Gate 에서 환승 탑승 

 한국에서 환승 티켓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 수령 후, 탑승  

▪ 항공 지연 및 취소 대처 방법 

 새로운 항공 스케줄 확인 (항공편, 출&도착 시간 등) 

 픽업자 혹은 유학닷컴 비상전화 연락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탑승 항공의 Gate와 출발 시간 확인 

 Transfer(환승) 정보  



입국 하기 



 입국 절차   

 여권 및 소지품을 챙긴 후,  

 비행기에서 내려 트랙을 따라 내려온다. Welcome to United Kingdom 

[내국인 입국 심사] [외국인 입국 심사] 

Baggage Claim Area  
짐 찾는 곳 

수화물 찾은 후,  
픽업 장소로 이동하여  
픽업담당자를 만난다. 



입국 절차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이동 

외국인 전용창구에서 
차례 대기 

차례가 되면 여권,입학허가서, 
CAS,숙소확인서 등을  

제시한 후 인터뷰 

입국이 허용되면  
여권에 입국 도장 

X-Ray 검사 



<영국 입국 신고서 작성> 
 

입국신고서작성 및 세관신고 

성 
이름 

영국 내 거주지 주소 

영국 체류기간 

국적 

- To Declare : 신고할 품목이 있을 경우 

 

- Nothing to Declare : 신고품목 없을 때 

 

*검역 대상 물품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100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기소되어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관 신고> 
 



입국 심사 인터뷰 주의사항 

 

 비자레터, 왕복 티켓, 학교입학 허가서, 숙소 영수증 준비.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을 명확히 대답해야 함.  
  (Probably, Maybe, Perhaps 등 애매한 단어 사용은 절대 하지 말 것 ! ) 

 ’Job’ 과 관련된 질문:  
  “공부하러 왔지 일하러 온 것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함.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추면 거절확률 높음)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대답하면 Pass!! 



입국 심사 인터뷰 대표적인 질문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                             [영국에 온 목적]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                              [영국에 체류기간] 

 Have you any relatives in the UK?                              [영국 내 지인] 

 How much money have you got?                               [재정 상태] 

 Who is going to be responsible for your school fee?       [학비지원] 

 Have you got a return ticket?                                    [귀국행 티켓] 

 What is your sponsor’s annual income?                       [부모님 재정상태] 

 What is duration of your intended course?                   [등록코스기간] 



 신체검사 (X-ray 촬영) 
      -  2014년 12월31일 이후 6개월이상 체류하며 비자신청시 결핵검사 받아야 함. 

      - 지정병원: 1) 강남 세브란스병원    2) 연세세브란스병원  * 예약필수 

- 검사진단서: 비자신청시 제출 및 영국 입국시 반드시 지참할것  

  

※ 대사관에서 여권 돌려받을때 함께 결핵검사 진단서가 함께 동봉되서 보내집니

다. 분실하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결핵검사 (X-ray촬영) 

 



학교 생활  



학교등록 첫날 

  등록하기 

- 여권, 입학허가서, 사진, 필기도구 준비 
 

 Placement Test 
- 영어평가 시험 
- 토플/토익 형식(문법, 어휘, 단문독해,인터뷰) 
- 한국 학생 중, 하 레벨에 많이 편성 

 

 Orientation 
- 학교설명, 시설이용, 규정설명 
- 비자, 숙소 설명 등 

 

 학생증(Student ID Card) 
- 하나의 신분증 
- 학교 시설 이용 시 필히 소지 

    (예: 도서관, 수영장, 식당 등) 
- 기타 학생 할인 혜택 

 
 



학교 / 숙박 연장 

  학교 연장  

    1. 기존 학교 연장 

        - 학교에 연장 의사 전달 

        - 연장 확인 및 학비 내역서 수령, 학비 송금 등 연장 서비스 제공  

     2. 학교 재수속 

        - 담당 상담원에게 새로운 학교 정보 및 필요서류 요청  

        - 새로운 학교에 지원서 발송 및 학비 지불 등 신속한 재수속 서비스 제공  
 

  숙소 연장 

        - 학교 숙소 담당자에게 숙소 연장 의사 전달 

        -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연장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촉박하게 연장을 할 경우, 기존 숙소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비자연장 

▶Home Office: 영국 내 4개 장소에 소재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여권,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 Visa Letter (구 입학 허가서) 
- 현재 학교의 출석증명서 → 출석률 80% 이상 
- 최근 3개월 간의 현지 은행잔고증명서 
 

 신청  
- 우편 신청 시: 4주~6주 소요 
- 방문 신청 시: 당일 발급, 사전예약 필수 

* 현지연장 신청비: 방문신청이 우편신청보다 비싸나 안전하고 확실함 

             2011년 4월 6일 기준 우편신청 : 386GBP 

                                         방문신청 : 702GBP 



 

  

현지 생활 



주거와 생활문화 

 Student Residence (기숙사) 

- 사설/부설 기숙사 

- 장점 &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Homestay (홈스테이) 

- 민박 가정(1, 2실, B&B/HB/FB/Self-catering) 

- 장점 &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Flat Share/Room Rent (아파트, 자취방) 

- 장점 &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개요 
- 주로 사립 기숙사  

      - 학교까지 도보통학 ~ 교통수단 이용 20분 
- 보통 2~4인실, 공동욕실, 세탁 셀프, 식당 이용  

 
 

 

장점 단점 

보통 학교까지 가까이 위치 
학교시설 이용용이(도서관/체육시설 등) 
자유로운 생활보장 
외국 학생과 24시간 함께생활 

편리한만큼 방관하기 쉽다 
비싼 비용 

기숙사   

 기숙사 주의 사항 

    - 신청 시 계약 조건 및 환불 규정 숙지  

→ 연장/취소 가능 여부, 신청 기한 및 방법 

    - 입실 보증금 (Security/Key/Damage Deposit)  

→ 퇴실 후 환불 가능 

→ 입실 시 가구 손상 여부 체크할 것 

    - 기숙사 생활 규정 숙지 (금기 사항 엄수)  

    - 룸메이트 변경 신청 

→ 학교 숙소담당자 혹은 기숙사 사무소로 신청 



 개요 
    - 영국 현지인 가정에서의 하숙 
    - 학교까지 도보포함 대중교통 이용 약 1시간 
 

 장점 단점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 
현지 문화 체험 가능 
가구 완비 

학교까지의 통학거리 
각종 생활의 제약조건 
 

홈스테이  

 주의할 점 

- 시간 및 규정 지키기(식사, 입실/퇴실, 하교시간, 외박, 욕실, 세탁, 주방  등) 

- 친구 초대할 때 사전통보 (친구와 동행 시) 

- 전화사용 (사전 합의, 전화카드 사용) 

- 가전제품 사용 (컴퓨터, TV, 전자레인지, 다리미 등) 

- 도난문제 

     - 금연 / 금주 

     - 애완 동물  



 침실 문화  

- 침실 정리 정돈 

- 침실 문 개방 

- 돈, 귀중품 관리 

- 기구 설치 및 위치 변경 

- 잠시라도 나올 경우 스위치 내리기 

- 절대 금연 

- 친구 초대 

- 난방 

 욕실 문화  

- 바닥에 물 흘리지 않기 

- 늦은 시간 샤워 자제 

- 물 아껴 쓰기 

- 화장실 사용 후 문 개방하기 

- 휴지 변기에 넣기 

- 사용 후 물기 닦기, 간단히 정리하기 

홈스테이  



  거실 문화  

- 거실은 공동의 공간 

- 가족을 위해 간혹 피해 주거나 양보 

- 방에 들어갈 때는 밝게 인사 

- 조용 조용 다니기 

   식당 및 음식문화  

- 자신의 자리 확인하기 

- 먹는 소리 내지 않기 

- 음식 먹는 채로 얘기하지 않기 

- 자신의 접시는 스스로 치우기 

- 음식을 칭찬하고 되도록 남기지 말기 

- 냉장고에서 함부로 꺼내먹지 말기 

- 한국음식을 가져 오거나 냉장고에 넣지 말기 

- 식탁 앞에서 되도록 밝게 대화하기 

홈스테이  



홈스테이 관련사례 Q&A  



 개요 
- 학교까지 도보 통학 ~ 교통수단 이용 대략 30분 소요 
- 부동산, 학교의 Housing Office  등을 통해서 구함 
- 대부분 6개월 ~ 1년 계약, 보증금 있음  

 장점 단점 

편리하다 
Share할 경우 저렴하다. 

한국 학생과 함께 생활 가능성 높다 
유혹이 가장 많다 
비행의 길로 접어들 확률 높다 

 아파트 구하기 
  - 구하는 방법  

→ 지역신문광고, 인터넷, 게시판, 친구/지인의 소개 
→ www.gumtree.com 
 

  - 주의 사항 
→ 믿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 계약 
→ 계약 시 계약 조건 충분히 숙지 

• 보증금 환불 방법 (보통 2~4주분 Deposit)  
• 취소 통보 기간 (보통 1~2달 전 Notice) 
• 부가 비용 발생 여부 (전기세, 수도세 등 Bills) 
• 제공 시설 (세탁기, 식기, 케이블TV, 인터넷 등)  

아파트  



은행계좌 개설  

 은행  

    - 학교 추천학교 또는 가까운 곳이나 시내 중심가 은행 이용 

    - HSBC, Lloyd’s Bank, Natwest, Barclays Bank등      

 은행 계좌 개설시 필요 서류 

    - 여권, School Letter(학교에서 발행), 입학허가서, 영국 내 주소 

 은행 계좌 종류 

    - 저축예금 (Saving Account)  

    - 이자 부여 but 이자율 낮음, 최저 예금액에 따른 월별 수수료 

    - 현금카드 (ATM card 혹은 Debit card)  

    - 당좌예금 (Checking Account)  - 개인수표책 발행 

 ※ 주의 사항: 귀국 시 은행 계좌를 취소할 것 



휴대폰 

  

 Prepaid 요금(Pay as you go) - 단말기 미포함

 선불식으로 충전한 만큼 전화 걸 수 있음. (받는 건 공짜) 

  1) 문자요금 : 문자 한 건당 10p (Vodafone 기준) 

  2) 전화요금 : 영국 내에서 사용하는 mobile, landline전화 분당 20p (Vodafone기준) 

  3) Special Promotion (Package 요금) 이용 가능 

 Pay Monthly(정액제) - 단말기 포함 

      12개월 / 18개월 / 24개월등 계약을 하고 월별 사용하시는 요금 체계를 선택. 

O2 T-Mobile 

Orange vodafone 

Virgin 
Media 

Talk 
Mobile 

* 가격/요금제 비교 후 구매 가능한 멀티샵 이용 

* 대표 멀티샵 : Carphonewarehouse , Phones 4U 



교통 카드 

 오이스터카드(Oyster Card)

    - http://oyster.tfl.gov.uk 참조

- 전철, 버스, 트램, DLR, 국철 등 모두 이용 

    - 지정 가판대, 지하철 역 등에서 구입 

    - 학생 할인 카드 (30% 할인) 

       → 정규 과정 및 일부 어학원 영어과정  

            주당 15시간 24주 이상 등록자만 신청 가능 

- 각 지역별 구역(Zone)에 따라서 요금 및 교통 카드 상이 함 

- 버스, 지하철 등 통합 이용으로 편리 

- Monthly 정액권 구입이 경제적  



귀국 항공권 체크 

  ∙ 항공권(귀국 항공권 포함) 예약 및 변경 
- 변경 및 예약은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3달 전 (6~8월 성수기 시즌 좌석 예약 매우 어려움)  

- Re-confirm은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 

- 주말 및 공휴일 변경 불가, 변경처리 24시간 소요 

∙ 항공권의 환불 
- 발권 전 환불조건 확인 

- 환불은 발권여행사에서 하며 30-45일정도 소요 

런던, Heathrow(LHR) 

[ 런던▶베이징(경유)▶인천 도착 항공권(e-ticket) 예시 ] 



각종 사고 대처 방법   

 질병 및 의료사고 

- 가까운 병원 혹은 GP를 찾는다.  

- 위급할 경우 응급실을 이용 

- 어떤 형태이든 보험 가입은 필수 

 

 약국(Chemist, Phamacy) 

    - 간단한 기초약을 제외하고는  
      GP의 처방전이 필요함 
    - 간단한 기초약은 각종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 (Boots, Superdrug 등) 
    - 대부분 오후 5~6시 업무종료  



유학생 보험 가입하기   

▶ 유학생 보험가입  

  - 가입 하고자 하는 기간의 보험료 일시불로 납부 

  -  상해.질병 보상 한도 $30,000 이상 가입 추천 

▶ 가입 후 발급 서류    
  

  - 보험 증서: 국문 및 영문 가입증명서 각 1부 

  - 보험 카드: (가입자 조회용 카드로 지갑에 항시 소지 필수) 

  -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 현지 병원 이용 및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 증서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 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 결제 

   - 병원의 원본 진단서와 영수증 수령 

   -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한국지사)로 보험금 청구하거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   

       현지 클레임 센터로 청구 가능 

  ※ 임신, 출산 등 산부인과 치료와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음(그 외 약관 미리 확인) !! 



각종 사고 대처 방법   

 화재 경보 관련 주의사항 
 

• 화재 경보 사례 

  -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 연기를 많이 피우는 요리(삼겹살 등) 로 인한 화재 경보 발생  

 

     • 화재 경보 발생 시, 원인제공자 본인이 비용 부담 

       화재 혹은 과도한 연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소방차 출동 및 구조 

       비용(약 50~60만원)을 납부해야 함 

※ 화재 발생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 경보가 불필요하게 울리지 않도록 주의 필요  

(실내 흡연 및 요리 시 주의 요망) 



각종 사고 및 대처 방법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입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항공권 분실한 경우 

  짐(수화물) 분실한 경우 

  비행스케줄이 변경 혹은 연착된 경우 

  공항마중 나온 사람을 못 만난 경우 

  숙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금품갈취를 당한 경우 

 성적인 공격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타 폭행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성희롱 및 유의사항 

 음주 및 흡연  



 꼭 지켜야 할 현지 안전 가이드  

▪ 공공장소 및 숙소에서의 자신의 소지품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갑, 가방,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  

▪ 많은 현금 및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마세요. 

▪ 저녁 늦은 시간 자동인출기(ATM) 사용은 조심 하시고, 큰 금액 인출은 삼가해주세요.  

▪ 만 19세 이상만 음주를 허용하고 있어요.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입니다. (거리, 공원, 해변가 등)  

▪ 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해변 산책, 한적한 지역을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해요. 

▪ 늦은 밤 또는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조심하세요. 

▪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을 경우, 무작정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창문만 내린 후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 서명을 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아파트 계약, 차량 렌트 등) 



영국 문화 Tips   

 동성 친구간의 친근한 행동도 오해 받을 수 있다. 

 은행, 슈퍼 등 공공장소에서는 줄서기를 생활화한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뒷사람을 배려한다.  

 매사에 근검절약을 실천한다.  

 Thank you, Excuse me, Please를 습관화 한다.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간다.  

 

 소개 받을 때는 보통 악수를 청한다.  

     → 여자나 연장자,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 

 짧은 방문이라도 꼭 선약을 하고 간다. 

 약속 시간에서 5~10분 안에 도착한다. (미리 도착은 실례)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한다. 

 타인을 똑바로 계속하여 응시하는 것은 실례 

 대화를 할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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