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홀 기숙사생 추가모집 공고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홀(서울 캠퍼스) 남, 여 기숙사생을 아래와 같이 추
가모집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2020. 9. 24.(목) 15:00 ~ 2020. 9. 28.(월) 17:00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www.hufsglobalhall.com
※ 학교홈페이지 < HUFS공지사항 ＜ 2020년도 제 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홀 기숙사생 추가모집 공고 참고
4. 선발기준
가. 입사기간(반기 우선), 통학거리 순으로 선발됩니다.
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통학거리 가산하여 선발, 해당 증빙서류는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제출(미제출시 가점 불가)
※ 제출서류: 외국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재외국민 – 부모해외거주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다. 국제학사와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선발 제외)
라. 제출서류: 최종 선발자에 한해서 입사 당일 원본 제출
①주민등록등본(입사신청시 기재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 원본 1부, 외국인은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재외국민 학생은 입사 시 부모해외거주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必
②서약서(입사 시 작성)
③결핵검사 확인서(흉부X-ray)를 입사수속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결핵검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입사 불가함)
5. 선발인원: 글로벌홀(2인실) – 남: 20명, 여: 40명 & 장애인실포함
6. 선발자 발표: 2020. 9. 29.(화) 15:00 이후/ 글로벌홀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http://www.hufsglobalhall.com)
7. 입사비 안내
가. 입사비 내역 [ 2인 1실 1인 기준 ]

학부생
신청기간
기숙사비
보증금
(퇴사 시 정산 후 환불)
관리비
청소비
기숙사비 총 납부액

반기
20.10.05. ~ 21.02.13
₩ 1,572,500

학기
20.10.05. ~ 12.21
₩ 916,500

대학원생
반기
20.10.05. ~ 21.02.13
₩ 1,572,500

₩ 300,000

₩ 300,000

₩ 300,000

₩ 250,000
₩ 50,000
₩ 2,172,500

₩ 150,000
₩ 50,000
₩ 1,416,500

₩ 250,000
₩ 50,000
₩ 2,172,500

나. 입사 확정 안내 시부터 5일 이내 입금해야함.
8. 입사일: 2020. 10. 4.(일) 09:30 ~ 15:00까지 / 이후 평일 운영팀 근무시간 내 입사 가능
9. 퇴사일정 안내
가. 퇴사일: 반기 신청자: 2021. 02. 13.(토) 09:30 ~ 15:00
학기 신청자: 2020. 12. 19.(토) / 2020. 12. 21.(월) 09:30 ~ 15:00
나. 퇴사 당일 15:00까지 퇴실 점검 후 퇴사 가능
10. 유의사항
가. 부정한 방법(서류위조 및 대리입사, 편법지원 등)으로 입사하려다 적발될 경우 전학년 입사자격이 박탈됨
나. 우편물 수취 주소: (024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14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홀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02-6235-2862), 이메일 ( edu@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홀 기숙사[ 서울캠퍼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