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기숙사 이공계 우선입사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본교 기숙사는 2020년 7월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
판]에 따라 2020-2학기 기숙사 배정 원칙을 1인 1실 기준으로 진행하며, 통학이 가능할 경우 
기숙사 입사가 제한됩니다.

-기숙사비 조정: 각 관 별 1인실은 단가 변동 없으며 다인실은 각 관 별 1인실 혹은 1인실(장
애인실) 기준으로 기숙사비를 일괄 조정함
-서울 지역 거주자 우선입사 지원/추천 불가: 우선입사 지원/추천 자격에 ‘서울 지역 제한’을 추가함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해 기숙사 거주 보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
동되기에, 겨울방학까지 기숙사거주를 보장하기 어려움. ’20-겨울방학’의 경우 추후 안내 계획임

<* 20-2학기 대학원 기숙사 이공계 우선입사>

1. 이공계 우선입사 지원/추천 가능 자격

1)추천 가능 자격

① 전일제(Full-time)학생 중 석사과정-'정규등록생', 
   통합및박사과정-'정규등록생,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인 대학원생
   (전일제학생: 일 8시간 X 5일 = 주당 40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으로서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대학원생)
② 서울 지역 외 거주자
   (기준: (내국인)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외국인)해외 본가 주소지)

※입사 시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확인할 예정이며, 주소지
가 ‘서울’일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됨
※20-여름 거주 중인 사생이더라도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및 
입사 불가, 20-여름 퇴사일(8/27, 목)에 퇴사 필수

2)추천 불가 자격 ① 서울 지역 거주자 지원 불가

  

 
2. 거주 보장 기간: 8/27(목) 오후 2시 ~ 12/22(화) 낮 12시 (117박)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입/퇴사일 추후 변동 있을 수 있음

3. 거주 사실 타입: E-House 1~4인실 중 랜덤 배정
   -1인 1실 배정 (사실 기준)
   -배정된 사실 변경 불가

4. 기숙사 배정 결과 발표
   -8/11(화) 오전 10시, 유레카에서 학생 본인이 결과 확인 가능 



5. 기숙사비 납부
   -8/11(화) 오전 10시~8/14(금) 오후 7시까지 
   -배정 결과 발표 이후 지정 기간 내에 기숙사비 미납할 경우, 자동 취소 처리됨

    

6. 기숙사 입사 수속 절차 안내
   가. 입사 가능 시간
       8/27(목) 오후 2시~오후 5시
       8/28(금) 오전 10시~오후 5시
       8/29(토) 오전 10시~오후 4시
       -조기 입사 불가, 지정된 입사 가능 시간 이에 입사 수속 및 기숙사 출입 불가
       -입사 수속 시 필수 제출 서류 등은 ‘지원 안내문(기숙사 홈페이지 게시)’ 반드시 확인할 것

7. 유의사항
   -우선입사 지원/추천 시 유레카를 통한 일반 지원을 중복 신청하지 말 것 (취소 처리됨)
   -20-여름 현재 거주 중인 사생이 20-2학기 우선입사 추천 받을 경우, 사실 이동 발생할 

수 있음
   -20-여름 현재 거주 중인 사생이더라도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및 입사 불가, 

20-여름 퇴사일(8/27, 목)에 퇴사 필수
   -본교에서 지정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정해진 일정(추후 안내)에 진

단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입사 가능
   -모든 입사자는 입사 시 체온을 점검할 예정이며,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이상 증상

이 있는 경우 기숙사 입사 불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 입사대상자는 잠복기 14일 경과 후 감

염병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기숙사 입사 가능
   -모든 해외 입국자(방문/거주)는 기숙사가 아닌 외부 숙소에서 14일 자가 격리 후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감염병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기숙사 입사 가능
   -공식 입사일을 포함하여 거주 기간 중 사생 외 외부인(가족 포함) 출입 불가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20-2학기 지원&입사 안내문 반드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