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 허가/불가 물품 Notice for Allowed/Prohibited Items 
학생생활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견 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며, 
음식물 및 액체류의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Residents are not allowed to bring prohibited item(s) to the dormitory. If prohibited 
item(s) is found, Residence Hall Administration Team will confiscate it.  

※ 반입허가물품 예시 Examples of allowed item(s)
⊙ 전자제품 : 아래의 물품에 한하여 허가함
⊙ Electric appliances : Check out the list of allowed items below 
(items not mentioned in the list are not allowed to use inside the room): 

§ 컴퓨터, 프린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청소기, 공기청정기(냉난방 기능 없는 제품에 한함) 
※ 상기 물품 수리인이 생활관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 
§ Computer, printer, table lamp, cell phone, camera, hair dryer, curling iron, electric shaver 
§ Fans, humidifier, “small” vacuum cleaner, air purifier (without heating and cooling functions) 
※ The outsider is not allowed to enter the dormitory to repair the above mentioned items.

⊙ 음식물 : 모든 허가된 물품은 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함 

⊙ Foods : small quantity of food is allowed and must be kept in accordance with food hygiene. 

Snacks 과자
cookies, nuts, small packaged cereal is allowed. (You should store less than 1kg. )
과자, 견과류, 시리얼 가능  1kg 이내 (초콜릿은 소량으로 개별 포장 된 제품)

Beverages 음료 Dairy products which can be stored in room temperature.  상온보관가능 음료에 한함 

Fruits, 
Vegetables
과일․  채소

Food that can be consumed at once or twice
(Apples/pears/peaches less than 3, grapes, cherry tomatoes less than 500g)
1-2회 소비량 보관가능(사과/배/복숭아 등 3개 이내,  포도, 방울토마토는 1팩(500g) 이내) 

Laver 김 

Small packaged laver can be kept in 
the room but it must be consumed in 
canteen.
학생식당 소비용으로 보관가능 

If laver is stored together with instant food such as 
rice/tuna, cup noodles, these will be confiscated. 
김 이외의 식품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량 수거
(즉석밥, 참치, 스프, 컵라면 등) 

 Bread 빵
Bread can be stored (Sandwiches are not allowed)
보관 가능하나 샌드위치와 같은 식사류 제외 

Egg 계란
Eggs less than 5 can be stored
계란은 5개 이내만 보관 가능

※ 반입제한물품 예시 Examples of prohibited item(s)

구분 Categories 반입 금지 물품 Restricted/Prohibited Items

도검류 Swords 식칼, 과도, 접이식칼  kitchen knife, Paring knife, clasp knife

공구류 Tools 도끼, 망치, 톱 등  axe, hammer, saw

총기 ․ 화약류 Gun, Gunpowder 가스총, 폭죽 등  gun, gunpowder, explosive items. 

가스류 Gas 가스통 (가스류 일체)  gas cylinder

화학물 Chemicals 화학약품류 일체 (고체, 액체류)  all liquid and solid chemicals

의약품류 Drugs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등의 약품
Large quantity of sleeping pills, anesthetic drugs.

개인 공유기  Personal Router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Personal Wi-fi Router is prohibited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Heating/cooling appliance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방석 온수매트 등 전기 활용 냉/난방기구, 왁스 워머,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다리미,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electric heating devices/cooler, boiler, wax warmer, toaster, iron, TV, 
gambling machine.

인/발화성 물질   Flammable item 휴대용 가스레인지, 스토브(버너),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portable gas, 
stove, Electric motor vehicles(electric wheel, electric kickboard etc)

주류(빈병 포함)  Alcohol 주류(빈병 포함)   all kind of alcohols (including empty alcohol bo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