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개강 연기에 따른 신/편입생 기숙사 입사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개강이 연기된 관계로 아래와 같이 기숙사 입사 연기를 안내 하오니 신/
편입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대상 및 기간
가. 기숙사 입사대상 : 2020-1학기 신/편입생
(입사지원서는 수강신청 시 작성, 단 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는 입사 불허)
나. 기숙사 입사기간 : 2020. 3. 14(토) 09:00 ~ 18:00(무료셔틀 이용자는 하단 버스 운행시간 참조)
2.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 제출 대상 : 신/편입생
2) 제출 방법 : 금강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기타/기숙사 입사신청서 작성 및 저장(첨부1 참고)
3) 제출 기간 : 2020. 3. 15(일) 예정(단체 수강신청, 입사지원서, 학생증 신청서 작성)
4) 문의 사항 : 041-731-3705, 3578
나. 건강진단서
1)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금강대학교 내에서 시행 예정이던 단체 검진은 취소됨
2) 제출 대상 : 신/편입생 기숙사 입사자
3) 제출 방법
- 거주 지역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진(필수 검사항목 : 흉부 방사선 촬영, B형 간염)
- 제 출 처 : 기숙사 보건실, 이메일(ksh6428@ggu.ac.kr), 팩스(041-731-3709), 우편
- 제출기간 : 3. 9(월) – 3. 13(금) 건강검진서 제출(15일 기숙사 입사 시 제출 가능)
4) 문의 사항 : 041-731-3703
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입사지원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는 기숙사 입사를
불허할 예정이오니 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숙사비 내역
가. 기숙사비 총액
- 기숙사비 총액 : 1,159,000원(관리비 : 529,000원 + 식비 금액 : 630,000원(60일*3식*3,500원))
- 학교축제 1일은 식비 산출일자에서 제외함
- 관리비 문의사항 : 기숙사 (041-731-3704)
- 식비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041-731-3063)
나. 납부기간 : 2020. 3. 16(월) - 3. 20(금) 17:00까지
다. 납부계좌 : 학생개인별 가상계좌는 종합정보시스템 입사지원서에 표기되어 있음.
라. 관리비 및 식비 합계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람.
마. 입사 연기로 인한 관리비 및 식비에 대한 차액은 일괄 반환할 예정임
4. 키 보증금
호실 키 관리를 위한 보증금 10,000원(입사 시 사무실에 현금납부, 퇴사 시 환불함)
5. 입사를 위한 버스운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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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탑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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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13:30(본교)-14:30(대전역)-15:00(대전터미널)-16:20(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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