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여름방학 잔류신청 안내 】
여름방학기간 [2018.06.22.(금) 15:00 ~ 2018.08.16.(목) 낮 12:00] 동안 연장하여 기숙사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안내를 숙지하시어 방학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연세대학교 재학생
※ 4학기(송도학사 거주 기준) 누적 벌점 20점 이상인 자는 입사 불가
2. 벌점 기준 : 방학 잔류기간 동안 벌점 20점 도달시 강제퇴사(봉사 신청 없음)
※ 퇴사 벌점 통지일 또는 공고한 날 바로 퇴사
3. 접수안내
가. 신청기간 : 2018.05.23.(수) 10:00 ~ 05.25.(금) 16:00 마감
나. 신청방법 :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에서 입사 신청
- 연세포탈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교생활 -> 송도기숙사
4. 입사대상자 및 가상계좌 발표 : 2018.06.08.(금) 17:00 연세포탈에서 확인(http://portal.yonsei.ac.kr)
- 연세포탈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교생활 -> 송도기숙사
5. 거주기간 및 기숙사비
가. 거주기간
1) 9주 : 2018.06.22.(금) 15:00 ~ 2018.08.26.(일) 낮 12:00까지
※ 2018-2학기 기숙사 입사 예정자만 가능
2) 8주 : 2018.06.22.(금) 15:00 ~ 2018.08.16.(목) 낮 12:00까지
3) 4주 : 2018.06.22.(금) 15:00 ~ 2018.07.19.(목) 낮 12:00까지
나. 기숙사비
구

분

3인실

2인실

2인실(단독 사용)

9주

537,750원

843,750원

1,482,750원

8주

478,000원

750,000원

1,318,000원

4주

239,000원

375,000원

659,000원

시설보증금

100,000원 (2018-1학기 보증금 연장)

다. 기숙사비 납부기간 : 2018.06.08.(금) 17:00 ~ 06.13.(수) 23:59
라. 기숙사비 납부방법 : 개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6. 방배정 결과 안내 : 2018.06.15.(금) 17:00 연세포탈에서 확인(http://portal.yonsei.ac.kr)
- 연세포탈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교생활 -> 송도기숙사
7. 주의사항
가. 거주기간/룸 타입/룸 메이트 관련 요청 사항은 기숙사비 납부기간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나. 여름방학에 잔류하지 않는 학생은 2018-1학기 거주기간이 2018.06.22.(금) 낮 12시에 종료되어 퇴사하여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퇴사 안내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인실(단독 사용)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2018.05.25.(금) 16:00 이후에는 잔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잔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바. 기숙사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2018.06.14.(목) 16:00까지 기숙사운영팀에 취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032-749-2202), 방문(종합관 409호)
※ 취소시 환불신청서(https://yicdorm.yonsei.ac.kr/ 커뮤니티-서식자료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방학 중에는 모두 2학사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 배정됩니다. 학기 중 사용하였던 방에는
특별프로그램 입사자가 배정될 수 있으므로 거주 또는 짐 보관이 불가합니다.
아. 9주 잔류자의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위한 객실 점검 및 청소로 인하여 마지막 주에 2018-2
학기 배정 객실로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객실 이동관련 안내문은 추후 공지 될 예정이오니 해당일자에
맞춰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2학기 입사 신청 필수 / 이동 기간 연락 두절시 객실 내 짐은 창고에 보관 조치
자. 상기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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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