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정규입사 모집요강
학생생활관 입사신청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
[ 코로나19 감염증 관리로 인해 입사 세부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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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일반(공통사항)
1

입사신청 절차

2

모집일반
입사기간별 생활관비(원)

생활관명
(성별)

모집
인원

제2학생생활관
(남)

개나리관
(여)

학기(114일)

학기+방학(172일)

2020.08.28(금)∼
2020.12.19(토)

2020.08.28(금)∼
2021.02.15(월)

448

138

제1학생생활관
(여)

호실 안내

96

755,000

1,139,000

1,043,000

1,574,000

614,000

927,000

호실
타입

호실
면적

호실 개인 비품
및 시설

2인실

싱글침대, 옷장, 책
상,책꽂이, 의자,
4~5평
에어컨,
빨래건조대

2인실

6평

싱글침대, 옷장, 수
납장,책상, 책꽂이,
의자,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10평

싱글침대, 옷장,
수납장,책상,
책꽂이, 의자,
에어컨, 신발장

3인실

비고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세면장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세면장,
엘리베이터 없음

① 여학생의 경우 거주생활관 선택 : [생활관 입사신청]시 입사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생활관을 직접 선택
㉮ 신청한 생활관 변경
ⓐ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에는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입력 가능하나,
입사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신청한 생활관 변경 불가능
ⓑ 단과대학별로 지원자가 미달인 생활관 발생 시에도 생활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생활관 타 대학
지원자 중에서 선발함
② 입사기간 선택 : [생활관 입사신청]시 입사신청자가 [학기] or [학기+방학] 중 직접 선택
→ 입사기간에 따라 생활관비가 다르며, 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여야 함
③ 생활관비에 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식권은 입사자가 식당에서 별도 구입하여야 함
㉮ 2020-1학기 기준 : 식권발매기 3,300원, 정기 식권 구입 시 1식 2,900원, 1.5식 2,700원
㉯ 식권 관련 업무 담당 및 문의 답변
ⓐ 제2학생생활관 식당 : ☎ 제2학생생활관 영양사실 02-2290-3410
ⓑ 제1학생생활관 식당 : ☎ 제1학생생활관 영양사실 02-2220-1865
1

3

입사제한 대상자

① 학생생활관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② 2020-1학기 정규입사 중도퇴사자 및 2020-여름학기 방학연장 신청 후 연장포기 신청자/중도퇴사자
③ 학교 규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규정
제14조
(입사자격의 제한)

4

￭
￭
￭
￭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법정 전염병 환자,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휴학중인 자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모집일정
구분

기간

모집요강 공지

2020.06.12(금)16:00

생활관
입사
신청
(필수)

인터넷
입사신청

입사신청자
증빙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합격자
생활관비 납부
(필수)

미등록
결원에
따른
추가
합격

비고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②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2020.07.08(수)10:00∼07.10(금)23:30

￭ 지정된 교내정보시스템에서 입사신청
￭ 입사신청화면은 신청기간 내에만 Open됨
(입사신청 기간 이전 및 종료 후 접속/신청 불가)

2020.07.08(수)10:00∼07.14(화)17:00

※ 증빙서류미제출 시 선발전형에서 제외됨
￭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필수제출서류 : 거주지 및 우선선발 증빙서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합격자 별도 공지(게시) 또는 통보 없음
￭ 지정된 교내정보시스템에서 합격여부 개별 확인
￭ 불합격자 중 추가합격 대상자인 경우 대기번호
부여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확인 가능)

2020.07.24.(금) 15:00

2020.07.24(금)15:00∼07.27(월)16:00

합격자
발표

2020.07.29(수)15:00

생활관비
납부

2020.07.29(수)15:00∼07.30(목)16:00

2

￭ 개인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생활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이 취소됨

￭ 결원이 생긴 단과대학별 대기번호순으로선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단과대학별 추가합격자
대기번호 공지
￭ 지정된 교내정보시스템에서 합격여부 개별 확인

구분

기간

호실배정 신청

비고

2020.08.03(월)11:00∼08.05(수) 23:30

￭ 지정된 교내정보시스템에서 입사예정자가 직접
호실배정 신청(선착순 신청)
￭ 호실별로 입사기간이 세팅되어 있으며,
【호실배정신청】 화면에서는 신청자 본인과
입사기간이 일치하는 호실만 보여짐
￭ 기간내 미 신청 시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배정
￭ 최종선발 완료일까지는 단과대학별 대기번호
순으로 선발함

정규입사 입사자
최종선발 완료

~ 2020.08.11(화)17:00

배정호실 확인

2020.08.14(금)15:00

￭ 호실배정 신청자 및 미신청자 배정호실 확인

T/O
공지

2020.08.19(수)16:00

￭ 정규입사 입사자 최종선발 완료 후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실이 발생한 모집단위별로 추가
모집 실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

신청
접수

2020.02.20(목) 10:00∼12:00
(2시간 접수)

합격자
발표

2020.08.20(목)16:00

최종선발
완료일
이후
공실 T/O
발생 시
추가모집

￭ 대기번호는 2020.08.11(화)17:00 까지만 유효함

￭ 신청방법 : 구글에서 신청 접수
￭ 선발기준 : 지원자 전체 기준 성적상위자순
① 대학/학년 상관없이 지원자 전체 기준
② 동점자 발생 시 학부생 고학년 우선 선발

입사등록예정일 입력 및
입사원서 출력

2020.08.27(목)10:00∼08.30(일)20:00

￭ 재입사자 및 신규입사자 전체 해당됨
￭ 한양인(HY-in)포털에서 입력 및 출력

개관일(입사개시일)

2020.08.28(금)10:00

￭ 조기입사 불가 (10:00부터 입사 가능)

2020.08.28.(금)∼08.30(일)
(10:00∼20:00 단, 점심 및 저녁시간 제외)

￭ 입사등록 준비물
① 입사원서(출력물)
② 결핵검진결과표
③ 신분증
④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사용 불가)

입사등록(입사) 기간

학기

2020.08.28(금)∼2020.12.19(토)
(114 일 거주)

입사
기간
학기+방학

2020.08.28(금)∼2021.02.15(월)
(172일거주)

￭ [학기]신청자의 겨울학기 방학연장 거주 여부
- 겨울학기 호실 운영계획에 따라 11월 중순에
별도 신청 접수 후 제한적으로 선발 예정
(선발기준 : 누적벌점)
￭ [학기+방학] 신청자가 [학기]만 거주하고
[방학]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중도퇴사이며
생활관비는 중도퇴사자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
2021학년도 1학기 입사불가

① 입사신청은 인터넷 입사신청으로만 진행하며,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 종료 후 접속/신청 불가
② 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는 예외 없이 입사신청기간 내에 신청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최우선선발 및 우선선발 대상자 포함)
3

5 생활관별 모집인원
제2학생생활관
(남)

개나리관
(여)

제1학생생활관
(여)

비고

공과대학 RC WCD
건설환경공학과그룹

10

1

1

건설환경공학과

공과대학 RC WCD
에너지공학과그룹

5

1

0

에너지공학과

3

정보시스템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융합전자공학부,
전기·생체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유기나노공학과,
기계공학부,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

단과대학명

공과
대학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 행정팀

41

5

공과대학 RC 행정팀

158

19

14

계

214

26

18

간호학부

1

5

3

경영대학

47

15

11

경제금융대학

22

5

4

국제학부

7

3

2

사범대학

10

7

5

사회과학대학

17

14

10

산업융합학부

9

9

6

생활과학대학

8

10

7

예술·체육대학

18

7

5

음악대학

10

7

5

의과대학

24

4

2

인문과학대학

18

13

9

자연과학대학

27

6

4

정책과학대학

15

7

5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1

0

0

계

234

112

78

합계

448

13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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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사기간
학년도
학기

입사구분

2학기
정규입사

2020
학년도
2학기

겨울학기
정규입사
방학연장

개관일
(입사개시일)

2020.08.28(금)
10:00

개관기간 (입사기간별 거주기간)
학기(114일)

학기+방학(172일)

2020.08.28(금)∼
2020.12.19(토)

방학 1개월(29일)

방학 2개월(29일)

-

-

2020.08.28(금)∼
2021.02.15(월)

방학연장시작일

-

2020. 12. 20(일)

2020.12.20(일) ∼ 2020.12.20(일) ∼
2021.01.17(일)
2021.02.15(월)

2021.02.16(화)~2021.02.23(화), 8일 (예정)
※ 위 기간에는 시설보수 및 다음 학기 입사준비를 위하여 학생생활관 전체를 휴관함
휴관기간
다만, 퇴관일 기준 다음 학기 입사예정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방학휴관 입사)
① 휴관기간 거주 신청 및 거주비 납부자에 한하여 생활관 잔류를 허용하며,
② 다음 학기 신규호실 배정자인 경우 지정된 호실이동기간에 호실이동을 완료하여야 함
2021학년도 1학기
입사개시일

2021.02.24(수) 10:00 (예정)

▣ [학기] or [학기+방학] 거주 차이점
구분

겨울학기(동계방학)
거주 보장 여부

겨울학기(동계방학)
호실 배정

[학기] 거주자

[학기+방학] 거주자

￭ 겨울학기(동계방학) 호실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 신청 접수 후 제한적으로 선발 예정
- 2020년 11월 공지

￭ 겨울학기(동계방학) 기간까지 생활관 거주 보장

￭ 선발기준 : 누적벌점
￭ 방학연장 생활관비 납부

￭ [학기]로 지정된 호실에 거주하는 경우 겨울학기(동 ￭ [학기+방학]으로 지정된 호실에 거주하는경우
계방학)에 대부분 호실이동 대상임
겨울학기(동계방학)에 기존호실 거주 가능

￭ [학기+방학] 거주자가 [학기]만 거주하고
[방학]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중도퇴사이며
생활관비는 중도퇴사자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

유의사항

*2021학년도1학기 입사불가

▣ 개관일(입사개시일)이전 조기입사 불가
5

7

교내정보시스템 : 한양인(HY-in) 포털 →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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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사자격 및 선발
1
7

입사자격
구분

입사자격
￭ 서울캠퍼스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 2020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등록자 (학업연장재수강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수료생 제외)

학적

※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입사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입사 후에도 퇴사조치 함)
※ 입사자격에 하자가 발생하여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생활관비는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되므로 본인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입사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입사기준성적 (재학생 중 편입, 휴학등의 사유로 한양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 제외)
기준성적

기준평점

기준학기

입사신청 시점에 평점이 기재된 최종학기

성적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장학평점

* 학적변동이 없는 경우 : 2020-1학기
* 복학예정자 : 휴학 직전학기
* 교환학생, 인턴 등 직전학기 평점이 기재
되지 않는 경우 평점이 기재된 최종학기

→ 기준평점은 한양인(HY-in)포털에서 조회 가능
￭ 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예외> 신체장애학생(3급이상), 최우선선발 대상자주1) 일부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는 상관없음
거주지순위

거주지

결격사유

보호자 거주 지역

1순위 지역

￭ 해외(재외국민)
￭ 강원도, 충청도 이하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 경기도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김포시(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용인시(처인구),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2순위 지역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김포시/용인시/인천광역시 (1순위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 생활관 누적벌점 15점 이상 및 학교 규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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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선발기준

￭ 합격자는 입사신청자가 지원한 생활관의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순으로 선발)
* 거주지순위는 입사자격의 거주지 참고
우선순위

거주지순위

1순위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

선발기준
￭ 최우선선발 대상자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되며, 자동세팅됨)
- 신입학 당시 생활관 우선선발이 보장된 장학생 중 기준학점 충족자
(기준학점 미충족 시 3순위)
￭ 우선선발 대상자

2순위

1순위 지역

3순위

1순위 지역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입사기준 성적 상위자 순
(단, 소속 단과대학 내규에 의하여 선발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4순위

2순위 지역

5순위

2순위 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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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입사기준 성적 상위자 순
(단, 소속 단과대학 내규에 의하여 선발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선발부서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11페이지 참조)

정원배정

￭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남/녀 정원 배정
-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2020학년도 4월 교육부통계 기준)
￭ 학과(부)별, 학년별 배분은 해당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함
8

Ⅲ. 입사신청

1 인터넷 입사신청 :
7

2020.07.08(수)10:00∼07.10(금)23:30

￭ 입사신청은 인터넷 입사신청으로만 진행함
￭ 입사신청 화면은 신청기간 내에만 Open 됨 (입사신청 기간 종료 후 접속/신청 불가)
￭ 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는 예외 없이 입사신청 기간 내에 신청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교내정보시스템

한양인(HY-in) 포털

신청방법
➀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 → 【생활관입사신청】
➁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생활관 입사신청 동의서 동의
→ [입사 신청정보 입력] → 신청
③ 제출서류 표지 출력 : 【생활관입사신청】 or 【생활관입사신청조회】
④ 출력한 제출서류 표지에 제출하는 서류를 체크한 후 증빙서류 제출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부모 중 1명 주소는 보호자등본주소란에 입력하고 나머지 1명의 주소는 비고란에 입력
￭ 보호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보호자등본주소란은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국내 주민등록등본 주소 입력
(해외거주지는 비고란에 기재)
※ 보호자 재외국민여부가 「Y」인 경우 보호자등본주소 입력주소와 상관없이 거주지 순위는 1순위로 지정됨
￭ 입사 신청정보 수정 or 취소 : 입사신청 기간에 【생활관입사신청】에서 수정 or 취소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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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청자 증빙서류 제출 :

2020.07.08(수)10:00∼07.14(화)17:00

￭ 인터넷 입사신청 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전형에서 제외함
￭ 모든 서류는 모집요강 공지일( 2020.06.12(금)16:00 )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증명서는 원본을 각 1부씩 제출(단, 장애인등록증/카드는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는 * 로 발급받거나 반드시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시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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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자

필수서류

해당자만
추가
제출

주2)

제출서류

거주지 증빙용
제출 서류 주2)

￭ 제출서류 중 1부라도 누락 시
입사선발에서 제외됨
<예외> 신체장애학생(3급 이상)
최우선선발 대상자 중 일부

신체장애학생

장애인증명서

￭ 신체장애 3급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수급자증명서

￭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
사실증명서

지원자 전체

우선선발
대상자

비고

거주지 증빙용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에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①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에 학생과 부모 중 1명만 주소가
같은 경우

①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5

6

7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① 부 또는 모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 각각
다른 주소인 경우

①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①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1) 부모 모두 사망 시

①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부모 중 1명 사망 시

① 친권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위 4항 및 5-2항 이외의 한부모가족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외국민

① 부/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모두 국내의 1순위지역인
경우 부/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부/모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에 학생,부,모의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이면 발급자 명의가 누구이든 상관없음
￭ 부모 중 1인이 직장 등의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 항목별 제출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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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각 단과대학 행정팀
단과대학명

제출처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공과대학 RC WCD
건설환경공학과그룹

재성토목관 102호

02-2220-0320

공과대학 RC WCD
에너지공학과그룹

퓨전테크센터 917호

02-2220-2390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 행정팀

공업센터본관 503호

02-2220-3136

공과대학 RC 행정팀

공업센터본관 412호

대표번호 02-2220-3112
(학과별 3110-3117)

간호학부

간호학부 행정팀

제2의학관 212호

02-2220-0700

경영대학

경영대학 행정팀

경영관 111호

02-2220-2435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대학 행정팀

경제금융관 206호

02-2220-1020

국제학부

국제학부 행정팀

국제관 553호

02-2220-0281

사범대학

사범대학 행정팀

사범대학 본관 108호

02-2220-1095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사회과학관 310호

02-2220-0813

산업융합학부

산업융합학부 행정팀

제2공학관 110호

02-2220-2362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행정팀

생활과학관 107호

02-2220-1175

예술·체육대학

예술·체육대학 행정팀

올림픽체육관 312호

02-2220-1314

음악대학

음악대학 행정팀

제1음악관 203호

02-2220-1222

의과대학

의과대학 행정팀

제1의학관 301호

02-2220-0584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행정팀

인문관 120호

02-2220-073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행정팀

자연과학관 222호

02-2220-0887

정책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행정팀

융합교육관 409호

02-2220-2764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행정팀

제2공학관 110호

02-2220-2342

공과대학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
￭
￭

방문 제출 시 업무시간 내에 제출 : 업무시간(월∼금,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등기우편 제출시 제출기간내 날인된 우체국 소인 한해 인정함 (우편 송달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제출서류 표지 출력 : 한양인(HY-in) 포털 【생활관입사신청】 or 【생활관입사신청조회】에서 출력 가능
【제출서류 표지 출력】 → 제출서류 체크 → 제출서류와 함께 좌측상단에 스테이플러(찍개)로 철함

▣ 한양인(HY-in) 포털 →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 → 【생활관입사신청조회】
￭ 생활관 입사 신청여부 확인 가능
￭ 제출서류 표지 출력 가능
￭ 증빙서류 제출여부 및 제출일자 확인(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입력한 서류제출 정보 데이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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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합격자 발표 및 생활관비 납부
1
7

합격자 발표 :

2020.07.24.(금) 15:00

￭ 합격자 별도 공지 또는 통보 없음
￭ 한양인(HY-in)포털을 이용하여 반드시 개별 확인 : 합격여부, 납부계좌(가상계좌), 납부금액 확인
￭ 단과대학별 추가합격 대기자 대기번호 부여
- 대기번호는 최대 10번까지만 부여함 (추가합격자는 대기번호 순으로 선발함)

교내정보시스템
한양인(HY-in) 포털

2
7

생활관비 납부 :

확인방법
➀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 → 【생활관합격자조회】
➁ 합격여부, 납부계좌(가상계좌), 납부금액 확인

2020.07.24(금)15:00∼07.27(월)16:00

￭ 생활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이 취소됨
￭ 교내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생활관비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
① 매일 23:30∼00:30에는 가상계좌 입금 불가, 마감일 16:00 이후에는 입금 불가
② 개인별 가상계좌이므로 입금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됨
￭ 생활관비 납부 확인은 입금일 다음날 부터 확인 : 입금당일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생활관비에 식비는 미포함. 식권은 관생이 식당에서 별도 구입하여야 함
※2020-1학기 기준 : 식권발매기 3,300원정기식권구입시 1식 2,900원 1.5식 2,700원

▣ 입사기간별 생활관비(원)
학기(114일)

학기+방학(172일)

2020.08.28(금)∼2020.12.19(토)

2020.08.28(금)∼2021.02.15(월)

생활관명

제2학생생활관 (남)

755,000

1,139,000

개나리관 (여)

1,043,000

1,574,000

제1학생생활관 (여)

614,000

9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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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비 납부 확인
교내정보시스템

확인방법
➀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 → 【생활관비납부확인】
➁ 납부일자, 납부여부, 납부금액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확인/수정

한양인(HY-in) 포털

▣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 : 2020년 12월 말 생활관비 실제 납부금액에 대하여 일괄 발급함

3
7

추가합격자 선발

￭ 미등록 결원 발생 시 결원이 생긴 해당 단과대학 대기번호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① 단과대학별 합격자 대기번호 부여
② 부여받은 대기번호는 입사자 최종선발 완료일인 2020.08.11(화)17:00 까지만 유효함
￭ 한양인(HY-in)포털에 접속하여 반드시 개별 확인 (합격여부 및 생활관비)
￭ 추가합격 대상자의 납부계좌는 가상계좌가 아니므로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구분
1차 추가합격자
선발

일정
합격자발표

2020.07.29(수)15:00

생활관비납부

2020.07.29(수)15:00∼07.30(목)16:00

2차 추가합격자 선발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입사자 최종선발 완료

2020.08.11(화)17:00

※ 정규입사 입사자 최종선발 완료일인 2020.08.11(화)17:00 이후 공실 발생 시 입사자 추가모집
구분

일정

T/O 공지

2020.08.19(수)16:00

모집기간

2020.02.20(목) 10:00∼
12:00 (2시간 접수)

합격자발표

2020.08.20(목)16:00

비고
￭ 정규입사 입사자 최종선발 완료 후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방법 : 구글에서 신청 접수 (공지문 참조)
￭ 선발기준 : 지원자 전체 기준 성적상위자순
① 대학/학년 상관없이 지원자 전체 기준
② 동점자 발생 시 학부생 고학년 우선 선발
13

Ⅴ. 입사포기
1
7

입사포기 신청 :

2020.08.18.(화) 23:30 까지

￭ 정규입사 합격자 중 생활관 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입사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입사포기 지연 시 대기자의 추가합격 기회 차단 등의 부적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됨
￭ 환불계좌 입력 : 반드시 입사포기자 명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 입사포기 신청절차
① 생활관비 미납자 : 자동으로 입사포기 신청됨 (납부기한 내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포기자로 처리)
② 생활관비 납부자
교내정보시스템

한양인(HY-in) 포털

2
7

신청방법
➀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 → 【생활관합격자조회】
➁ 합격여부, 납부계좌(가상계좌), 납부금액 확인

유의사항
입사포기 신청 후
취소 불가능

중도퇴사 신청

▣ 개관일(입사개시일)인 2020.08.28(금)부터는【퇴사신청】에서 중도퇴사신청
▣ 중도퇴사 신청절차
교내정보시스템

한양인(HY-in)
포털

신청방법

①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퇴사신청】
➁ 퇴사예정일 입력 / 퇴사구분[중도퇴사] → 중도퇴사자 명의 환불계좌 입력 → 신청
③ 퇴사신청서 출력 → 호실청소 완료 후 퇴사 시 학생생활관 행정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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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생활관비 환불

￭ 입사포기․중도퇴사․강제퇴사 시 생활관비 환불규정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 개관일(입사개시일) 이후에 중도퇴사 하는 경우 2021학년도 1학기 입사신청이 제한됨
- 입대휴학(입영통지서), 병가휴학(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개관 : 2020학년도 2학기 개관일(입사개시일)인 2020.08.28(금) 을 기준으로함
￭ 입사포기(신청일 기준): 한양인(HY-in)포털 [입사포기신청] 저장일
￭ 중도퇴사(퇴사일 기준): 한양인(HY-in)포털 [퇴사신청] 후 학생생활관에서 퇴사하는 날 기준
개관(입사개시일) 포함하여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1,000원 미만 절사)

▣ 입사포기 생활관비 환불규정
환불규정 (1,000원 미만 절사)
구분

환불기준일
학기(114일)

학기+방학(172일)

개관 10일 전

납부금액의 100% 환불

납부금액의 100% 환불

개관 9일 전∼1일 전

납부금액의 90% 환불

납부금액 중 [학기]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
(학기분 90% + 방학분 100%)

입사포기
(신청일 기준)

▣ 중도퇴사 생활관비 환불규정 : 개관일(입사개시일)부터 적용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규정 (1,000원 미만 절사)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14일분 금액

중도퇴사자 중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강제퇴사
잔여일수가 31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퇴사일 기준)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30일분 금액

정규퇴사
(퇴사일 기준)

환불금액 없음

중도퇴사
(퇴사일 기준)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 이하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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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포기/중도퇴사자 생활관비 환불 및 위약금 안내 : 신청일 or 퇴사일 이후 10일 이내 환불
① 입사포기자
환불금액
입사기간

학기(114일)

학기+방학
(172일)

환불 기준일

제2학생생활관
(2인실)

개나리관
(2인실)

제1학생생활관
(3인실)

환불규정
(1,000원 미만 절사)

2020.08.18(화) 까지

755,000

1,043,000

614,000

납부금액의 100%

2020.08.19(수)∼
2020.08.27(목)

679,000

938,000

552,000

납부금액의 90%

2020.08.18(화) 까지

1,139,000

1,574,000

927,000

납부금액의 100%

2020.08.19(수)∼
2020.08.27(목)

1,063,000

1,469,000

865,000

[학기]생활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➁ 중도퇴사자 :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환불 가능
생활관별 위약금 (14일분 금액)
입사기간

학기(114일)

환불 기준일

2020.08.28(금)∼
2020.11.19(목)

제2학생생활관
(6,620원/일)
92,680

개나리관
(9,150원/일)

제1학생생활관
(5,390원/일)

128,100

75,460

학기+방학
(172일)

잔여금액 중 위약금
공제 후 환불
환불금액 없음
(정규퇴사자로 처리)

2020.11.20(금) 부터
2020.08.28(금)∼
2021.01.16(토)

환불규정
(1,000원 미만 절사)

92,680

128,100

75,460

잔여금액 중 위약금
공제 후 환불
환불금액 없음
(정규퇴사자로 처리)

2021.01.17(일)부터

③ 강제퇴사자 :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1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환불 가능
생활관별 위약금 (30일분 금액)
입사기간

학기(114일)

환불 기준일

2020.08.28(금)∼
2020.11.18(수)

제2학생생활관
(원/일)
198,600

개나리관
(원/일)
274,500

제1학생생활관
(원/일)
161,700

학기+방학
(172일)

잔여금액 중 위약금
공제 후 환불
환불금액 없음
(정규퇴사자로 처리)

2020.11.19(목) 부터
2020.08.28(금)∼
2021.01.15(금)

환불규정
(1,000원 미만 절사)

198,600

274,500

161,700

잔여금액 중 위약금
공제 후 환불
환불금액 없음
(정규퇴사자로 처리)

2021.01.16(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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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호실배정
1
7

호실배정 신청 :

2020.08.03(월)11:00∼08.05(수) 23:30

구 분
호실배정 신청
안내문 공지

내 용
￭ 공지일 : 2020.07.31(금) 16:00
￭ 공지장소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직영기숙사]

신청 대상자

￭ 2020학년도2학기 정규입사 합격자 중 생활관비 납부자
※ 생활관비 미납자의 경우 호실배정 신청 화면 접속 불가

신청방법
(선착순 신청)

￭ 입사예정자가 직접 호실배정 신청
① 한양인(HY-in)포털 → 화면 상단[신청]→ 생활관→【호실배정신청】
➁ 층 선택 → 조회 → 호실 선택 → 침대번호 선택 → 침대번호 신청 → 확인
￭ 지정된 기간에 미신청 시 전산시스템에서 호실 자동 배정함
￭ 배정호실 확인 : 【호실배정조회/취소】 화면에서 확인

배정호실 확인

￭ 호실배정 신청 미신청자 및 추가합격자 배정 호실 확인
- 2020.08.14(금)15:00 부터

￭ 호실별로 입사기간이 세팅되어 있음 : 2020학년도2학기 정규입사 호실운영표 참고
(2020.07.31(금) 16:00 부터 확인 가능)
￭ 【호실배정신청】 화면에서는 신청자 본인과 입사기간이 일치하는 호실만 보여짐
예) 제2학생생활관 2-201호가 「학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입사기간이 「학기」인 신청자에게만
【호실배정신청】에서 조회되고 신청 가능
￭ 호실별로 신청가능 인원이 보여지며, 가능인원이 「0」명인 경우 호실선택 불가능
￭ [학기]입사예정자와 [학기+방학]입사예정자가 룸메이트를 희망하는 경우
- 특정 층의 일부호실에 한하여 「학기」입사예정자와 「학기+방학」입사예정자가 동일호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정 예정
￭ 생활관별 평면도 확인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학생생활관 Quick 링크 → 건물별 호실 안내 →
대학직영기숙사 클릭 → 입사예정 생활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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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사등록(입사)
￭ 입사개시일 :

1
7

2020.08.28(금) 10:00

입사등록(입사) 절차 :

※ 조기입사 불가

입사자 전체

※ 재입사자 및 신규입사자 모두 해당됨

구 분

내 용

입사등록 대상자

입사등록 안내문 공지

입사등록 예정일자 입력
및 입사원서 출력

￭ 2020학년도 2학기 학기 입사자 전체

(재입사자 및 신규입사자 전체 해당됨)

￭ 공지일 : 2020.08.14(금)15:00
￭ 공지장소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직영기숙사]
￭ 입력 및 출력 기간 : 2020.08.27(목)10:00∼08.30(일)20:00
￭ 입력 및 출력 화면 : 한양인(HY-in) 포털 【입사원서출력】
① 입사원서(출력물) 1부 : 입사원서는 개인이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사등록 준비물

② 신분증 (신분 확인용) :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준비
③ 결핵검진결과표 1부 : 2020-1학기 제출자 제외
④ 학생증 : 현관 출입문 및 스피드게이트 출입용 (모바일 학생증 사용 불가)

등록기간

2020.08.28.(금)∼08.30(일)
※ 반드시 지정된 입사등록(입사) 기간에 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입사등록(입사)를 완료하여야 함.
정규 입사등록(입사) 기간 이후 부모님 출입을 불허함.

등록시간

10:00∼20:00 * 단, 식사시간 (점심12:00-13:00, 저녁18:00-19:00) 제외
*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등록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등록뿐만 아니라
입사(짐운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시간 엄수
예) 생활관에 10:00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 10:00까지 기다려야 하며,
20:00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날 10:00에 입사를 하여야 함

입사등록

입사등록 장소

제2학생생활관 1층 학생생활관 행정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학생생활관 QUICK링크 → 찾아오는 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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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검사 및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 연 1회 제출

구 분

(2020-1학기 제출자 제외)

내 용

￭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보건증, 결핵방사선촬영확인증 등 결핵검진결과가 표시되는
합격자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제출기한

결핵검진결과표
미제출자
벌점 부과

모든 서류 제출 가능 (생활관 입사를 위해서는 결핵검진 결과만 필요함)

검사항목

검사일

발급일

발급처

흉부 X-ray(결핵)

2020.08.01(토) 이후

2020.08.01(토) 이후

전국 지역보건소
또는 병원

￭ 입사등록(입사)시 결핵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입사등록 시 결핵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야만 입사가 가능하나,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를 허용하되 결핵검진결과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벌점
을 부과함

1차

2020.09.04(금) 까지 미제출 시

2차

2020.09.11(금) 까지 미제출 시

벌점 10점 부과
① 벌점 5점 추가 부과 (벌점 누적 15점)
② 강제퇴사 : 2020.09.16(수)까지 퇴사

▣ 학교 근방 결핵검진결과표 발급처 : 성동구보건소 (반드시 주민등록증 지참)

￭ 1층 민원실 (☎ 02-2286-7023~4)에 접수(비용 : 약 1,500원 정도)
￭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소요시간 : 1일~3일
* 금식 필요 없음 / 병원이나 지역보건소마다 금액, 검진항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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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반입 가능 물품
구 분

내 용
￭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단위: mm)를 참고하여 매트리스 커버 및 침구류 준비

침구류

필수생활용품
인터넷 랜선

제2학생생활관, 개나리관, 한누리관, 제1학생생활관

한양테크노숙사

2,000*1,000*200

1,950*950*200

￭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옷걸이 등
￭ 호실 무선 인터넷 기본 사용 (랜선 필요시 개별 준비하여 공유기에 연결하여 사용가능)
￭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호실 반입이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전기제품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청소기, 공기청정기(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호실 반입 허용.
기타 음식은 공용냉장고에 보관 (단,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과자

과자, 견과류, 시리얼 가능
(초콜릿은 소량으로 개별포장된 제품)

1kg 이내만 허용함

음료

상온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팩)

상온보관 불가 제품 보관금지

과일
채소

1-2회 소비량 허용
(사과/배/복숭아 등 3개 이내,
포도, 방울토마토는 1팩(500g) 이내)

일정용량을 보관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정함

김

소량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보관 가능

김 이외의 식품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량 수거
(즉석밥, 참치, 스프, 컵라면 등)

빵

샌드위치를 제외한 경우
1회 소비량 보관 가능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계란

계란은 5개 이내만 보관 가능

깨지거나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간식류

￭ 반입 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유의사항

주류 및 음식물
기타 물품

반환하지 않음 (음식물은 성동희망푸드뱅크에 기부, 주류는 폐기처리)

수거 후 퇴사 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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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반입 금지 물품
구 분

반입 금지 물품

도검류

￭ 식칼,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톱 등

총기ㆍ화약류

￭ 가스총, 폭죽 등

가스류

￭ 가스통 (가스류 일체)

화학물

￭ 화학약품류 일체 (고체, 액체류)

의약품류

￭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등의 약품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개인 공유기

냉/난방기구ㆍ전열기구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다리미,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인/발화성 물질ㆍ취사도구

￭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주류(빈병 포함)ㆍ 음식물

￭ 주류(빈병 포함) 및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불가 (일부 간식류만 허가)

Ⅷ. 생활 안내
1
7

금지항목
금지항목

조치사항

조기입사
금지

￭ 방학휴관기간 거주자가 아닌 입사자가 입사개시일 이전에 호실에 무단 침입한 경우
- 무단 침입한 학생 및 룸메이트 모두 외부인 출입/동반으로 간주하고 벌점부과(20점) 및
입사허가 취소

호실양도
금지

￭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 룸메이트가 호실양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 호실양도자, 차용자, 룸메이트 모두 벌점(20점) 부과 및 5일 이내 강제퇴사 조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호실양도자/차용자 명단 통보 및 호실양도 건수만큼
소속 단과대학의 다음 학기 배정인원(T/O) 감원

배정호실
무단 변경금지
외부인
출입/동반
금지

￭ 해당학생 모두 벌점(20점)부과 및 강제퇴사 조치
￭ 입사자 및 외부인 모두 벌점(20점) 부과 및 강제퇴사 조치
① 제2학생생활관 로비, 카페, 식당을 제외하고는 입사자 외 출입금지
② 생활관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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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입사자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청 (전입신고) 안내

￭ 학생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모두
학생생활관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 신청(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주민등록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임

3
7
ㅊ

화재대피훈련 이수 안내(필수)

① 입사자는 매학기 입사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② 미이수자 조치사항 : 벌점 5점 부과
③ 이수방법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

4
7
ㅊ

호실점검 실시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8조(생활수칙)

①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생활지도조교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④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생활 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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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호실점검
목적

내

용

￭ 생활관 내 질서유지
￭ 입사자 신분 확인을 통하여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 출입 방지 등 안전관리

￭ 정기호실점검 : 학기 중 2회 ~ 3회, 방학 중 1회 ~ 2회 실시
￭ 특별호실점검
호실점검
시기

① 주변 호실 또는 호실 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② 순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퇴사 or 호실이동 시
④ 입사개시일 1일 전 전체 호실 점검

￭ 호실점검 시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하
는 호실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호실점검을 진행함
①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기 호실점검 실시 안내문 공지
호실점검
절차

-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 공지
② 공지된 점검기간 중 불시에 점검 실시
③ 생활지도조교가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호실 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 상태 점검
(입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 실시)
④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 부과 및 벌점부과여부 안내

￭ 입사자 신분 확인
￭ 호실 전반적인 내부상태 점검
- 생활관 내 흡연,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음주, 청소 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호실점검
내용

￭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수거
① 음식물 : 섭취가능한 음식물은 반환하지 않고 성동희망푸드뱅크에 기부하며,
성동희망푸드뱅크 홈페이지 식품제공현황에서 기부내역 확인 가능
(단,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폐기 처리)
② 주류(빈병 포함) : 폐기 처리
③ 전열기 등 전기제품 : 퇴사 시 반환 (호실에 보관하지 않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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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ㅊ

자주하는 질문사항

생활관 주차안내

짐보관소 운영

￭ 생활관 거주하는 학생이 주차를 원할경우 교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함.
￭ 제2학생생활관의 주차장은 행정업무차량 및 입주업체, 납품업체등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장애학생을 제외한 일반 관생의 주차를 불허함(위반시 견인조치)
￭ 짐보관소를 운영할 공간이 없으므로 짐보관소는 운영하지 않음

￭ 입사자의 짐은 생활관 입사등록 신청일에 직접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생활관으로 배송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으므로, 본인의 입사등록예정일에 맞
춰서 도착될 수 있도록 짐을 배송하여야 함
→ 배송된 짐은 각 생활관 로비에 배송된 채로 비치되며, 짐 분실 시 학생생활관에서는
입사자
짐 배송

책임지지 않음 (로비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1인당 2-3박스 이내로 배송 요망)
주소 :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번지 한양대학교 (거주생활관명, 배정호실, 성명 기재)
[예]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번지 한양대학교 제2학생생활관 201호, 김한양

￭ 제1학생생활관의 경우 로비에 택배를 보관할 장소가 없으므로 택배 수령이 불가능함
￭ 제1학생생활관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음

￭ 생활관은 원칙적으로 입사자 외 외부인 출입 금지
입사자 외 생활관
출입불가

단, 정규입사일과 정규 퇴사일에 한하여 짐정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부모님만 행정팀에서 방문증을 수령 후 출입 가능 (부모님 외 가족은 출입 금지)
￭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외부인 동반 시 벌점 20점 부과 (강제퇴사, 재학 중 입사 불가)
- 제2학생생활관 1층 로비 및 식당, 카페만 외부인 출입 허용

￭ 출입시간
생활관
출입시간
※ 취약시간에도 생활관 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취약시간에 생활관을 출입하는 경우
수면 중인 룸메이트 및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생활관 전체 공간에서 정숙해야 함

출입방법

￭ 학생증 태그 (모바일 학생증 불가능)
※ 학생증이 없는 경우 생활관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학생증 분실 시 즉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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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청소

￭ 입사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을 직접 청소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 이용 권장 시간 : 08:00 ~ 22:00
세탁실
이용

￭ 공용 세탁기 및 건조기 : 카드충전식 유료 사용 → 드럼세탁기(500원), 건조기(1,000원)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생활안내] 참조
￭ 세탁기 사용에 필요한 용품(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

￭ 음식물은 호실에 보관할 수 없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생활관의 공용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함
￭ 공용냉장고 사용방법
음식물
보관

① 학생생활관 행정팀 방문하여 식품보관용 보관백 명단에 서명 후 보관백 수령
- 식품보관용 보관백 1인당 배부 수량 : 냉장고용 1개 / 냉동고용 1개
② 식품보관용 보관백에 필수기입사항 기입
③ 본인이 거주하는 생활관의 공용냉장고에 보관
④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관된 음식물 비우기

￭ 식권 관련 업무 담당 및 문의 답변
식권 문의

① 제2학생생활관 식당 : ☎ 제2학생생활관 영양사실 2290-3410
② 제1학생생활관 식당 : ☎ 제1학생생활관 영양사실 2220-1865

￭ 일반우편물은 각 생활관 로비의 우편함에 꽂아두니 우편함에서 확인
우편물 수령

￭ 소포 및 택배는 경비실에서, 등기우편은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수령 (신분증 필요)
(제1학생생활관 등기는 제1학생생활관 사감실 234호에서 수령)

전열기
사용 금지

￭ 과열 및 화재위험 때문에 생활관의 호실 내에서는 전열기의 사용 절대 금지

음주금지

￭ 생활관 전체 공간 내에서의 음주 및 주류 보관 금지 (빈병 포함)

흡연금지

￭ 생활관은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생활관 건물 밖의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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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생활수칙 준수 안내
1
7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대 금지사항
1-1

위반 시 5일 이내 강제퇴사되는 사항

➀ 생활관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➁ 외부인ㆍ이성 거주구역 출입
➂ 호실양도ㆍ명의도용
➃ 생활관 내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
➄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보관
- 전기담요, 전기포트, 라면포트, 후라이팬, 접시, 도마 등
➅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 및 불손행위 또는 폭언, 폭행
➆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관생

1-2

➀
➁
➂
➃
➄

위반 시 벌점이 자주 부과되는 사항

생활관 내 음주 및 주류 보관 (10점)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및 취식 (5점)
호실 청소상태 불량 (3점)
복도에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 비치 (3점)
공용냉장고 보관기간 초과 (1점)

1-3

방치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전동퀵보드 포함) 수거 및 폐기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전동퀵보드 포함, 정격출력 0.59kW 미만)는 반드시 실외 전용 거치대(충전소)
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 학기 네임택을 재발급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네임택 미부착 또는 기간이 지난 네임택이 부착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수거후 약 6개월간 분리 보관하며 이후 일괄 폐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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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생활수칙위반 벌점기준표

구 분

내

용

벌점

생활관 출입

① 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생활관(층) 출입 또는 호실 양도ㆍ명의 도용
② 임시출입카드 또는 호실출입카드 기간 내 미반납 시
③ 스피드게이트 무단 통과(학생증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의 학생증으로 출입)

20
3
3

생활관 질서

① 생활관 실내 흡연 및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인 행위
②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 폭언, 폭행 및 불손행위
③ 생활관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ㆍ생활관 내 주류보관(빈병 포함)
④ 생활관 무단퇴사(퇴사절차 없이 무단퇴사, 호실청소 미비 또는 물건ㆍ쓰레기 등 방치)
⑤ 온ㆍ오프라인 게시판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인 게시물 등록
⑥ 화재대피훈련 미이수
⑦ 퇴사신청ㆍ입사등록 예정 일자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⑧ 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벤치, 주차장 등 생활관 전체 공간 포함)

20
20
10
10
5
5
3
3

생활관 환경

①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개, 고양이, 햄스터 등)
② 호실, 휴게실 또는 독서실 음식물 보관 및 취식(빈 컵라면 용기 등 취식 흔적 포함)
③ 호실 청소상태 불량(호실 내 신발 착용 등)

10
5
3

냉장고 보관

① 공용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② 공용냉장고 보관팩 미사용 또는 보관기간 초과

3
1

생활관 시설

①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ㆍ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② 복도에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을 두는 행위
③ 무인택배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개인물품 보관 등)

5
3
3

① 취사기구, 인화물질 등 생활관 내 반입 금지 위험 물품 반입(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명시)
② 개인 인터넷공유기 반입 및 사용(스위칭허브 및 WiFi 증폭기 포함)

15
5

금지물품
반입
기타

① 학생생활관 업무 관련 공지문에 기재된 절차 미준수(호실점검 부재사유서 미제출 등)

공지된 벌점

￭ 호실출입카드 및 임시출입카드 분실 시 변상 비용 10,000원
￭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ㆍ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 생활지도조교는 행정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리 수행하여 교직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누적벌점 20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② 누적벌점 15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 불허
(벌점 부과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제한)
※ 벌점누적기간
ⓛ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벌점 누적기간은 재학기간임
② 벌점이 15점∼19점인 경우 : 부여받은 벌점 및 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입사 신청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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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기타 유의사항
① 합격/입사등록을 완료한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위(변)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 및 등록이 취소됨
② 2019-2학기 정규입사에 선발된 학생이 정규입사 전에 누적벌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③ 입사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등록이 취소됨 (입사 후에도 즉시 퇴사조치 함)
예) 복학예정자가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입사 선발된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미납부로 제적되는 경우,
입사신청/선발 이후에 학업연장재수강,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료,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 입사자격에 하자가 발생하여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생활관비는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이 되므로 본인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입사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④ 입대휴학, 병가휴학 이외에 입사개시일 이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2020-1학기 입사신청이 제한됨
⑤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⑥ 입사 모집/선발 관련 문의처 : 업무시간(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서류접수/선발 담당부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11페이지 참조)

근무시간
학기 중

평일 08:30~17:30

방학기간

평일 10:00~17:00

입사신청 및 입사등록(입사) 담당부서

학생생활관 행정팀
(☎ 02-2220-1471)

근무시간
학기 중

평일 08:30~17:30

방학기간

평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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