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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학년도 1학기학기 학생생활관학생생활관 입사입사 연기연기 안내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학 조치 사항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입사일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제출서류제출서류

가. 건강진단서 1부 생활관 입사용(종합병원, 보건소, 내과전문의 진단서 가능 - 간염 및 결핵검사 포함)
나. 증명사진 1매 (3×4cm, 최근 3개월 내), 사진 뒷면에 이름, 학년, 학번 기재 후 제출 
※ 위위 서류는서류는 진리관진리관(남남)/창조관창조관(여여) 입사학생입사학생 전원전원이이 입사하는입사하는 당일에당일에 필히필히 제출제출해야해야 합니다합니다. 
 
2. 생활관비생활관비 납부납부 
가. 납부기간 : 2020. 02. 17(월) ~ 2020. 02. 21(금)까지(납부기간 필히 엄수)
나.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다. 납부장소 : 대구은행대구은행 : 504 - 10 - 1711 - 880
    예금주예금주 : 선린대학생활관선린대학생활관 / 납부자납부자 기재기재 : 이름이름, 학과학과, 학년학년 (예예: 이선린이선린 간호간호1)
     (납부자는 반드시 입사학생 이름으로 기재하고 가족 or 타인 명의 입금은 안됩니다.)
 
3. 생활관비생활관비

가. 진리관 : 4인1실 (28만원)
나. 창조관 : 2인1실 (40만원) / 4인1실 (28만원)
※ 기간기간 내내 생활관비생활관비 미미 입금입금 시는시는 입사포기로입사포기로 간주간주 (후보자에게후보자에게 입사입사 기회부여기회부여) 
 
4. 입사기간입사기간 및및 입사학생입사학생 유의사항유의사항

가. 입사기간 : 신입생 : 03.27(금) ~ 03.28(토)까지 입사  

                     재학생 : 03.27(금) ~ 03.28(토)까지 입사

                    단, 03월 30일까지 미 입사자는 입사포기로 간주 (후보자에게 입사 기회부여)

나. 입사가능 시간 : AM09시부터 ~ PM18시 까지
다. 호실 내 침대는 입사 당일 추첨 후 배정하며, 책상 및 옷장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
라. 입사 후 개인소지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호실 내 비품 파손 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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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개인 사물함사물함(옷장옷장) 열쇠는열쇠는 사전에사전에 준비하시기준비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창조관 여학생 -층 및 호실 추첨은 입사 당일 도착 순서대로 추첨 배정합니다.
 
5. 지참지참 필수품필수품 및및 반입금지반입금지 물품물품
가. 지참 필수품 : 개인 스탠드(24시 소등 후 사용), 실내용 슬리퍼
                        개인 침구류(이불, 침대패드, 베개), 생활용품(세면도구 포함)일체
                        (헤어드라이어, PC, 전기면도기, CD플레이어 휴대 가능)
나. 반입금지물품 : 전열기 일체 및 음식물(반찬종류 포함)
                         (전기밥솥, 토스트기, 커피포트, 선풍기, 전기난로, 전기요, 비디오, 소형전축 등)
 
6. 학생생활관학생생활관 주소주소
- 진리, 창조 : 우3756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 선린대학교 학생생활관
(이름, 학과, 학년 기재) (택배택배 발송발송 시시- 본인본인 배정배정 건물명건물명(남남:진리진리, 여여:창조창조) 필히필히 기재기재 후후 발송발송)
 
7. 문의전화문의전화

- 진리관(남) : 054-260-5301     - 창조관(여) : 054-260-5401 
 
 

선린대학교선린대학교 학생생활관장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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