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2022학년도 여름방학 입사자 발표
<여름방학 신규 신청자 대상>

2022학년도 여름방학 입사자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 등록 및 입사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캠퍼스 소속 2022학번 신청자 중 계절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납부안내
가. 기

간 : 2022.06.15(수) 17:00 ~ 06.17(금) 23:00_미납(마감시간 후 납부포함)시 선발 취소됨

나. 납부금 및 계좌 :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선발결과/청구서에서 확인
2. 입사시 필수 서류 제출_미제출시 입사 불가
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부_입사일 기준 1일 이내 검사분 유효
나. 흉부 x선 결핵검사 결과지 1부_입사일 기준 2개월 내 검사분 유효
3. 호실 배정은 랜덤으로 진행되며, 배정된 호실은 2022.06.24(금)13시부터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가. 룸메이트 신청(호실 지정 불가로 납부를 완료한 신규 입사자끼리만 가능)
1) 일시 : 2022.06.20(월) 14:00 ~ 17:00까지_이후 랜덤배정됨.
2) 절차 : 2인중 1인(대표)는 마이페이지→룸메이트→하단 메이트 신청→지정할 메이트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 후 검색 추가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지목된 1인 학생은 마이페이지→룸메이트→하단 메이트 신청 수락 클릭
4. 입사안내
가. 입사일 : 2022.06.25(토) 체크시간 : 10:00 ~ 17:00사이_이후 입사는 06.27(월)부터 평일만 가능
나. 준 비 물 : 학생증, 신속항원검사지, 흉부 x선 결핵검사 결과지
개인 생활용품과 이불, 베개를 준비(기숙사에서는 침대시트 지급)
다. 입사절차 : 무악 4학사 행정실 → 학생증 확인 및 서류 제출 →

생활관 안내문수령 → 입사

라. 반입금지 품목 : 냉장고 및 전열기구(장판,다리미,포트, 밥통 등), 애완동물, 향초
5. 무료주차 : 2022.06.25(토) ~ 2022.06.29(수)까지며, 이후 주차는 유료입니다.
6. 환불규정안내
가. 공식 잔류 시작일(2022.06.25) 1일 전 취소시 : 전액 환불
나. 공식 잔류 시작일(2022.06.25)부터 취소는 잔여일수 환불금에서 15만원 공제 후 환불함.
단, 강제 퇴사시 환불 금액의 70%를 환불하며, 2022.07.26(화)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7. 안내사항 :
가. 코로나19로 기숙사내 식당이 영업을 중지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인 짐을 택배로 발송 할 경우 퇴사 짐들과 섞여 분실 우려가 있으니 입사일 또는 후에 도착하도록
하시고, 현관에 도착한 택배를 직접 찾아야 하니 박스에 “신규입사자, 호실, 이름”을 크게 적어주세요.
다. 여름방학 거주기간은 2022.08.20(토) 낮12시부로 종료되어 이후 거주가 불가합니다.
라.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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