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 •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2019.  02. 22.



1. 동영상 소개(성폭력예방교육)

2. 경희대학교 소개
- 외국인지원팀 소개

3. 외국인 학생 생활 안내
- 비자/보험
- 학번 및 수강신청 관련

4. 교육 관련 안내
- 학사/장학제도/상담
- 학업역량강화

5. 기숙사 안내

6. 문화체험

7. Q&A

8. 기타 안내사항

9. 비자 안내

10. 외국인 유학생보험

11. 폭력 예방교육

12. 동대문경찰서

13. 경희의료원 국제진료팀

14. 총유학생회 •총동아리 학생단체



경희대학교 소개





광릉캠퍼스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서울시동대문구

경기도용인시

경기도남양주시



경희정신

• 개교일: 1949년 5월 18일

• 상징: 웃는 사자

• 교화: 목련

• ‘학술과 평화’의 학풍

• 학문의 탐구와 실천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국제교류처 외국인지원팀



• 경희대학교 외국인 입시 및 학부생 지원 전담부서

• 외국인 학부생 상담, 생활, 문화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국인 학생

지원 제도를 운영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다국어 안내 가능

• 청운관 지하1층 B113호

• 방문 시간

- 월 ~ 금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12시 ~ 1시는 점심시간)

- 방문, 전화(02-961-9286,7), 이메일(globalcenter@khu.ac.kr)

- 단, 학사와 관련된 내용은 각 학생이 소속된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외국인지원팀 소개



외국인지원팀 홈페이지 - https://khglobal.khu.ac.kr



- 청운관 B114

- 외국인지원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교류공간

- 간단한 컴퓨터 사용 및 문서작성

- 조별 모임, 동아리 활동을 위한 튜터링 룸 대여

- 문화특강 및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지원팀 바로 옆에 위치

외국인지원팀 - 글로벌존



외국인학생 생활 안내



D-2 비자로 다들 변경하셨나요?

3월 4일(개강) 전까지 D-2 비자로 꼭 변경 신청하세요

변경 안 하시면 벌금 10만원…



외국인 등록증은 다들 만드셨나요?

여권, 사진, 신청서, 수수료 필요함

(방문 예약 필수! http://www.hikorea.go.kr 참고)

경희대는 세종로 출장소 관할

지하철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서울 글로벌센터 2층

비자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국번 없이 1345 전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상담도 가능

http://www.hikorea.go.kr/


성적 나쁘면 비자 연장 안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평점 2.0 넘도록



시간제 취업은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제조업,건설업 불허

학년 한국어능력수준 허용시간

주중 주말,방학기간

1~2학년 3급 ⅹ 10시간

○ 25시간 무제한

3~4학년 4급 ⅹ 10시간

○ 25시간 무제한

준비서류: 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2. 취업예정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3. TOPIK 성적표

- 2018.10.01이후 부터 시행





학번은 무엇일까요?

- 학번은 학사행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

- 학번 : 도서관 이용이나 수강신청 등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학생의 아이디 번호

- 경희대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할 때도 반드시 학번이 필요함

내 학번 조회하기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생년월일은 필수 입력, 수험번호 및 영문성명은 택1하여 정확히 입력 후 조회 가능

내 학번은 꼭 외우자!



- 수강신청은 http://sugang.khu.ac.kr

-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 외에 신청할 수 없음

-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gang.khu.ac.kr/


-수강신청 일정

2019.02.25(월) 10:30 ~ 02.26(화) 17:00

2019.02.26(화) 11:00 ~ 17:00

※ 수강신청 시 비밀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부수강신청 일정은 대학 학사게시판 “수강신청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수강신청 전, Info21시스템 사용자등록 → 로그인 →개인정보 → 
비밀번호변경(종합정보시스템) 메뉴 → 비밀번호 등록 이후 수강신청 가능

- Info21시스템 사용자등록은 학번조회 URL 오픈 시부터 이용 가능



- 접속주소: https://info21.khu.ac.kr/

- ID 사용자 등록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재학기간 중 기숙사 신청, 심리상담 신청, 고지서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부안내는 ‘생활 안내 가이드북’ 에서 확인 가능

https://info21.khu.ac.kr/


교육 관련 안내



학사일정 및 등록금 납부

• 정규학기

- 봄 학기: 3월 ~ 6월 / 가을 학기: 9월 ~ 12월

- 총 16주 간 학과 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 학기 시작 전 등록금 납부 필수 (분할납부 가능)

•계절학기(방학 중)

- 여름학기: 7월 / 겨울학기: 1월

- 총 3주 간 교육과정 중 일부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추가학점 취득

- 정규학기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접수

- 등록금 추가 납부 필요



교육과정
•개요

- 졸업을 위해서는

1) 8학기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 (학과마다 다름)

2)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

-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약 15~18학점을 수강할 수 있음

•교양 교육과정 문의: 후마니타스칼리지

•전공 교육과정 문의: 소속 단과대학

각 단과대학 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



• 정규학기 성적의 평점이 1.7보다 낮은 경우 학사경고 조치가 내려짐

- 3회 연속으로 학사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되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음

- 제적으로 처리되면 D-2 비자의 효력이 정지됨

- 제적된 날짜로 부터 1년 뒤 부터 재입학을 응시할 수 있음

- 성적 경고자에게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음

학사경고



교내 및 교외장학

• 교내장학
- 학업장려장학: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의 신청자중 성적 우수자 선발

- 토픽장려장학: 재학 중 TOPIK 5급 또는 6급을 취득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교외장학

- GKS우수자비장학생

한국 정부에서 2학년 이상 재학생들 중 성적 우수자 대상

- 경희국제재단 장학

신입생이면서 미국 또는 ODA 수원국 소재 국적자 중 면접 우수 학생 4명 선발

- 삼성꿈장학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자



1. 학사경고 상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제적학사경고 1번

3학년

2학기

학사경고 1번 연속 2번 연속 3번



2. 개인상담

• 성적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기술 훈련

• 스트레스 및 우울

• 대인관계 고민 (친구,연애)

• 진로문제

• 시험불안

• 수면문제

• 가족갈등

3. 집단상담

•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하는 상담의 형태

• 감정, 지지, 도움을 경험하게 됨

•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는 연습도 함

• 일주일에 1회 90분, 총6~8주 진행 예정



• 소개

-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 전공 수업 수강과 적응을 돕고자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학과별로 나눠 학과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이 없는 외국인 학생 전원 (필수 수강)

• 유의사항

-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외국인지원팀으로 제출한 학생은 해당 강좌를 들을 수 없습니다.

-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절대 수강 취소하지 마세요.



• 교양교과 대체 인정

교양 배분이수교과로 6학점까지 대체인정 가능

• 수강신청 불가 과목

* 학업역량강화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아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중핵교과 중, [인간의 가치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빅뱅에서 문명까지]

- 기초교과 중, [글쓰기1,2]

개설/운영 과목명
교양 대체 인정영역

학점영역 세부영역

외국인지원팀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표현 배분이수교과 의미,상징,공감 3학점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말하기 배분이수교과 의미,상징,공감 3학점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읽기 배분이수교과 논리, 분석, 수량세계 3학점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배분이수교과 논리, 분석, 수량세계 3학점



기숙사 안내



기숙사 세화원

위치 교내

수용인원 약 200명 (외국인)

특징

엄격한 규정

요리 불가

2인 1실

한국인 학생도 사용

http://sewhahall.khu.ac.kr



기숙사 I-HOUSE

위치 교외

수용인원 약 50명 (외국인)

특징

자율, 요리가능(원룸)

외국인 학생만 사용

2인 1실



기숙사 신청
- 외국인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합니다. (6월과 12월)

- 봄과 가을의 정규학기 동안 약 16주를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사자 선발은 저학년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유리합니다.

- 입사 후에는 기숙사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지원바랍니다.

기숙사 총 납부금액 거주기간

세화원
105만4천원

(보증금 6만원) 4개월

(봄, 가을 정규학기)I-HOUSE 125 ~ 145만원

기숙사 비용



방학 기숙사 신청
- 방학 기숙사 신청은 한달 단위로만 신청 가능(여름 : 7,8월, 겨울: 1,2월)

-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을 경우, 학기 중에 방학 중 기숙사 신청

기숙사 체크아웃

- 홈페이지 공지 참고



분리수거

-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구입

- 생활폐기물용 쓰레기 봉투 (흰색)

-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노란색)

★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화체험 안내



문화체험 모집

외국인지원팀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 신청 -> 보증금납부 -> 참가, 보증금 환불



3

4

5

6



• 소개

-문화교류 프로그램

-한국학생 2명 외국학생 2명, 4명이 한 팀이 되어 한 학기 동안 활동합니다.

-활동 성과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드립니다.



Q&A



비금융카드 금융카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모두 부착!!!!

외국인등록증과 여본 사본
둘중에 하나만 부착!!!!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 작성자: ________________(서명)에
이름을 두 번 적어주세요!

•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그 부분은 비워주세요!

•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을 경우
본국에서 쓰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
세요!



기타 안내 사항



경희 생활 가이드북: 주요 학사일정 확인

신체검사: 3월 12일(화) ~ 3월 15일(금) 09:00~11:00

개강: 3월 4일 (월)

수강신청
2월 25일(월) 10:30 ~ 2월 26일(화) 17:00 (신,편입생)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 : 수강신청 및 학사정보



휴 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증 신청서 지금 제출하세요



비자 안내





































유학생 보험



Foreign In-bound Insurance

外 国 人 留 学 生 保 险



Why ?



http://n.foreignerdb.com/khu

Insurance Guide ∙ 保险信息 ∙ 보험안내

Insurance Coverage Information

보상내용 / 报销范围

Not cover insurance list

비보상내용 / 不赔付保险金的事项

Insurance Certificate Printout

보험가입증서발행 / 打印投保申请及投保证明书

Insurance Claims

보험금청구 / 申请保险金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Death  ∙  死亡 ∙ 사망

Insurance Coverage ∙ 赔偿内容 ∙ 보장내용

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 : 50,000,000 KRW

伤害死亡ㆍ后遗症 : 50,000,000 韩元

Sickness death : 50,000,000 won KRW

疾病死亡 : 50,000,000 韩元

상해사망 & 후유장해 : 50,000,000원

질병사망 : 50,000,000원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Hospitalization  ∙  住院医疗费 ∙ 입원치료의료비

[ Accident & Disease ] Hospitalization Coverage : Max 50,000,000 KRW

伤害住院医疗费ㆍ疾病住院医疗费 ( 韩国住院 ) : 最大 50,000,000 韩元

■ Deductible : 20%, Upper hospital room use ward differences

■ 本人负担金额 : 总计住院治疗费的20%

Insurance Coverage ∙ 赔偿内容 ∙ 보장내용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Outpatient Treatment   ∙  门诊治疗 ∙ 통원치료의료비

[ Accident & Disease ] Outpatient Treatment  Coverage : Max 250,000 KRW

伤害门诊医疗费(韩国门诊) · 疾病伤害医疗费(韩国门诊) : 最大 250,000 韩元

■ Deductible : The large amount among these two things, “20% of the medical expenses” and

“hospital deductible rating”

■ Hospital deductible rating : Clinics 10,000 KRW, Regular Hospital 15,000 KRW, 

General Hospital 20,000 KRW / per visit

■ 本人负担金额 : 在医院等级别扣除金额和补偿对象医疗费的20%中扣除大的金额

■ 医院等级赔偿金额 : 小型医院 1万韩币，综合医院1万5千韩币，高级综合医院2万韩币

Insurance Coverage ∙ 赔偿内容 ∙ 보장내용

■ 본인부담금 : 통원치료의료비의 20%와 병원등급별 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 병원등급별공제금액 :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Prescription Treatment   ∙  处方配药医疗费 ∙ 처방치료의료비

[ Accident & Disease ] Prescription Coverage : Max 50,000 KRW

伤害处方医疗费(韩国处方)·疾病处方医疗费(韩国处方) : 最大 50,000 韩元

■ Deductible : The large amount among these two things, “20% of the medical expenses” and 

“basic deductible rating”

■ Basic Deductible : 8,000 won / 1time

■ 本人负担金额 : 在扣除基本赔偿金额和补偿对象医疗费的20%中扣除大的金额

■ 基本赔偿金额 : 8千韩币 / 按次数每次都有扣

Insurance Coverage ∙ 赔偿内容 ∙ 보장내용

■ 본인부담금 : 처방치료의료비의 20%와 기본 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 기본공제금액 : 8천원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Special Treatment   ∙ 【不支付】项目特约 ∙ 비급여특약 3종

■ [Nonpayment] Manipulation therapy/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Prolotherapy expenses(in Korea) : Max 3,500,000 Won

【不支付】推拿手法 ∙ 体外冲击波治疗 ∙ 增值治疗医疗费 : 最高3,500,000 韩元

Insurance Coverage ∙ 保障内容 ∙ 보장내용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최고 3,500,000원

(보장횟수 50회/가입기간 내)

■ [Nonpayment] Injection expenses(in Korea) : Max 2,500,00 Won

【不支付】注射费用医疗费 ：最高2,500,000 韩元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최고 2,500,000원(보장횟수 50회/가입기간 내)

■ [Nonpayment] MRI/MRA expenses : Max 3,000,000 Won

【不支付】MRI/MRA医疗费 ：最高3,000,000 韩元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 최고 3,000,000원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Evacuation  / Repatriation ∙  外国人特别费用 : 30,000,000 KRW

Special Insurance Coverage ∙ 特别条款内容

· In case of death incurred by an accident or illness, the remains will be transported within 1 year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or disease occurrence  and the costs of transportation, search and rescue, airfares

will be refunded to the legal heir.

· If the insured is hospitalized for over 14 days, there is a relief cost of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that will be refunded. (2 guests/within 14 days)

· 因伤害发生事故，自事发日起1年内因死亡或者疾病的导致死亡的情况，担的费用将给予补偿。

遗体移送（超出基准额的被保险人的运费、随行医生及护士的护送费）等被保险人或被保险人的合法继承人所承

· 因伤害或者疾病14日以上在医院治疗情况，陪护者（亲属）的交通费（2名）和住宿费（2名）在14日以内给予赔偿

· 사망 시 유해를 송환하는 비용, 14일 이상 입원치료 시 구원자의 교통비(항공권), 숙박비 (최대14일) 실비 보상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Uncovered Treatment ∙ 不可赔偿的事项

1. The insured (insurant)'s intention ( 피보험자의 고의 )

2. Injuries & vehicle accidents caused by drinking alcohol / Ambulance fees / Motorcycle Accident

( 음주사고 / 응급차량 / 오토바이사고 )

4. Notic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nsurance contracts (the medical history)   ( 기왕증 )

5. Dental care and herbal remedies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

签约者及被保险人的故意产生的事故

饮酒事故 / 交通事故 / 摩托车事故 / 急救车

违反告知义务的保险合约（既往症）/ 在本国内因伤害或疾病持续进行治疗时

牙科治疗 ( 套呀，保存，金冠，假牙，拔齿 等的医疗费 ) / 韩医院治疗

3. TB-Test ( 결핵검사 )

结核检查

6. Pregnancy and Childbirth ( 임신 출산관련 )

女性怀孕出生等的医疗费



Uncovered Treatment ∙ 不可赔偿的事项

8. Mental Illness (Illness Code F04~F99 )  ( 정신질환 )

9. Treatments for Eyesight, Plastic Surgery ( 시력교정, 성형수술 )

精神科疾病/ 行动障碍（ 疾病表 F04~F99 ）

视力矫正术/ 以改善外貌为目的的治疗

10. Medical records before the insured ( 보험가입전의 의료기록 )

投保之前的医疗记录

11.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clause ( 약관에 명시된 사항 )

规定该条款中的保险条款和条件

7. Health Screening and Vaccination without a doctor's prescription ( 의사의 소견이 없는 건강검진 & 예방접종 )

Medicine costs without a doctor's prescription (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제비용 )

没有医生所建书的健康检查及打预防针 / 没有医院除方正的配药医疗费



Insurance Claims ∙ 申请保险金 ∙ 보험금청구

Login
登录

Student Id Number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학번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그인 / 学号或者外国人登录号

“My information” menu file upload

[나의 신청 내역 ] 메뉴에서 청구서류 파일 업로드

在“我的申请内容”菜单上传文件

http://n.foreignerdb.com/khu

임시비밀번호 : 111111

ENGLISH SERVICE ID : INSCLAIM 

中文服务 ID：CLAIMS 

Temporary Password : 111111

临时密码 : 111111

http://www.foreignerdb.com/koreatech


폭력예방 교육



동대문 경찰서



경희의료원 국제진료팀



경희의료원

국제교류센터



Founded in 1971 

Kyung-Hee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in the world that provides all five medical 
areas including general medicine, dentistry, 
Korean medicine, pharmacy, and nursing 
science under one roof. 

1971년에 설립된 경희의료원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동서의학, 약학, 간호학 6개 의학분야
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의료기관으로
지난 40여 년간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Our medical center is one of the top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at have 34 
clinical departments, 18 Korean medicine 
departments, and 10 dental medicine 
departments. If you’re feeling unwell, we 
could find a right department for you.

경희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양방 34개,
한방 18개, 치과 10개 진료과가 있으며, 
병원 방문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적합한
진료과로 안내 해줄 수 있습니다.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Kyung H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Kyung Hee
Medic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Humanitas

Cancer
Center







Global Healthcare Center is established in 
May, 2013 and located at the 3rd floor in 
the medical center. We try our best for 
international patients to get the utmost 
medical service by providing them 
translating and escorting service.

2013년 5월 개소한 국제교류센터는
경희의료원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진료를 받고자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사 의뢰 및 예약

• 응급환자 케어

• 엠뷸런스 또는 리무진을 통한 픽업서비스

• 진료비용 상담

• 한국관광 정보 서비스

• 호텔 및 숙박시설 예약





Global Healthcare Center

국
제
진
료
센
터

정
신
과
외
래

물리치료실 검사실









Patients are mostly from Russia, America, China, and Japan. Besides, a lot of international patients who wish to get 
medical service at the center have been on the increase for the past few years. 



①
최초 접촉

Initial Contact

⑤
수납

Payment

③
진료예약

Scheduling an 
appointment

④
진료

Medical
Treatment

②
상담

Counseling

· 전화문의
· 이메일
· 홈페이지

· 환자기본정보 수집
· 치료계획 수립
· 치료비용 안내

· 전화예약
· 단체예약
· 예약변경
· 예약취소

· 각종 검사 진행
· 의사 상담

· 처방약 수령
· 다음진료 예약









총유학생회



제7대총유학생회
The 7th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 총유학생회란?



？

총유학생회구성

♥기획팀
♥홍보팀
♥정보팀
♥사무팀
♥영어지원팀



T W

I N NeedsIdeal

Together With



Together



wit
h

우정여행

체육대회

신입생 MT

대동제



MT



대동제



Ideal

사회봉사활동 정보

인텁&취업정보

알바정보

교내외 활동정보



Needs

소원을말해봐

기숙사짐 보관

중고시장

벚꽃사진 이벤트

간식배부



간식배부



유학생축구동아리



유학생농구동아리



KHU_BeTwin

khu_betwin

KHU 총유학생회

khu_isa@naver.com



감사합니다.^^



第七代总留学生会
The 7th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 总留学生会?



？

总留学生会部门介绍

♥企划部
♥宣传部
♥情报部
♥事务部
♥英语支援部



T W

I N NeedsIdeal

Together With



Together



wit
h

友情旅行

体育大会

新生 MT

学校校庆



MT



校庆



Ideal

提供志愿者活动信息

提供实习&就业信息

兼职信息

校内外活动信息



Needs

得偿所愿

宿舍学生行李寄存

二手市场

樱花季 照片评选

考试周零食应援



考试周零食应援



总留足球队



总留篮球队



KHU_BeTwin

khu_betwin

KHU 총유학생회

khu_isa@naver.com



감사합니다.^^



총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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