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2014-겨울학기 입사신청 공고
2014년 여름학기 기간 중 학생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4년 11월 26일(수) ~ 12월 02일(화) 오후5시까지
2.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건강진단서 (폐결핵, 간염, 성병, 일반전염성 피부질환)

1부. (2학기 제출자

면제)
④ 통장사본 (학생명의) 1부.
3. 신청방법 : E-mail로 제출.
① 입사지원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통장사본은 이미지 혹은 PDF 파일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4. 선발예정인원 : 51명 (남 21, 여 30)
5. 선발대상 : 본교 재학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6. 우선순위 : ① 교환학생, 메인즈학생
② 지방거주 학생, 외국인학생 (저학년 우선)
③ 지체부자유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7. 선발된 입사대상자 명단 공고 : 2014년 12월 5일(금) (대학 홈페이지)
8. 입사기간 : 2015년 01월 05일(월) ~ 2015년 02월 13일(금) (39일)
9. 입사금액 : ￦350,000 ( 학생생활관비 ￦300,000 + 보증금 ￦50,000 )
- 보증금은 퇴사 점검 시 이상이 없는 경우 반환함.
- 외환은행 / 630-007350-822 / 성공회대학교
10. 납부기간 : 2014년 12월 08일(월) ~ 12월 12일(금) (5일간)

11. 학생생활관 현황
① 구조 : 3인 1실
② 비품 :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전기스탠드
③ 공용실 : 세탁기, 다리미, 씽크대, 정수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④ 침구류 및 세면도구는 개인지참
⑤ 방학 중 학교식당은 중식만 운영함
12. 입사예정일 : 2015년 01월 02일(금) ~ 2015년 01월 05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단,
주말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 퇴사예정일 : 2015년 2월 13일(금) 17시까지 학생생활관생 전원 퇴사. 단, 14, 15일 주말을
이용하여 퇴실하고자 할 경우 2월 12일(목) 이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보증금에서
하루에 10,000원씩 공제함.
14. 입사시 주의 사항
① 호실 내 취식 할 수 없습니다.
②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생활관생이 아닌 외부인은 생활관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감실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의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교내식당 영양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입사 기간동안 벌점 20점을 넘게 되면 생활관 규정 및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강제
퇴실을 명하게 되며, 강제 퇴실이 되면 생활관비와 보증금은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성공회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