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송도학사 퇴사절차 안내
NOTICE NO. DORM2_18020
~2019.12.21(토)

2019-2 송도학사 퇴사일정 : ~ 2019.12.21.(토) 12:00 까지

객실청소

- 청소 후 모든 서랍 및 옷장 개방, 쓰레기는 비치된 봉투에 담아 각 학사별 지정된 구역에 폐기 (쓰레기배출 안내문 참조)

개별퇴실

- 2019.12.21.토요일 12:00까지 겨울방학 잔류신청자를 제외한 전원 반드시 퇴사

카드반납

- 최종 퇴사일에 출입카드 반납 @ 각 학사 행정실 또는 A/D동 경비실  미반납 퇴사시 시설보증금 공제 (10,000원)

객실점검

※ 퇴사일정 이후 기말시험이 있을 경우, 최종 전공시험 종료일 18:00까지로 기한 연장 (시험일정표 등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퇴사일 이후 전체 객실의 일괄 퇴사점검 진행  파손 및 청소상태에 따라 시설보증금 공제 후 환불

- 퇴사 이후 객실 내 남겨진 모든 물품은 보관되지 아니하고 퇴사청소시 임의 처리되므로 주의 요망
- 청소상태 불량시 시설보증금에서 청소비용 차감 (객실당 50,000원, 1/n 차감)

- 본인 고유의 카드번호가 아닐 경우 역시 시설보증금 공제 (10,000원)

- 대리 반납(ex. 룸메이트 반납) 또는 퇴사 후 우편발송 카드는 정상 반납처리 불가

- 청소점검 (전체) : 쓰레기 배출여부, 화장실 및 샤워실 등 공용공간을 포함한 전체 청소상태 점검
객실 내 잔류자가 있을 경우 퇴사자 개인공간 중심으로 점검
- 시설물 점검 (개인기물) : 파손· 하자시 해당 사용자가 전체 보수비용 부담
- 시설물 점검 (공용공간 또는 공용기물) : 파손· 하자시 1/n 로 보수비용 분담

- 시설물 점검 및 보증금 공제 기준 : 입사시 작성한 시설물점검표상의 항목 및 비용

환불

- 수리비용이 1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금액 별도 청구 예정

- 객실점검 결과 차감내역 확인하여 2020. 1월 중하순경 개별공제 후 일괄 환불
- 겨울방학 잔류자의 경우 전체 잔류기간 종료 후 2020. 3월 중하순경 일괄 환불

YIC SONGDO DORMITORY OFFICE

2019-2 Dormitory Move-out Procedure
NOTICE NO. DORM2_18020
~ 2019.12.21(Sat)

2019-2 Move-out Date : By 2019.12.21.(Sat) 12:00 pm

Cleaning

- Leave all drawers open for the inspection after the cleaning.

Move out

- All students (except Winter stay students) must leave the dormitory by 2019.12.21.(Sat) 12:00 pm

Return

- Return the card key at A or D security office on your final move out date.  If not then 10,000 won will be deducted

Inspection

※ Delayed due to the final exam can be deferred by no later than PM 18:00 (exam schedule submission required)

- General inspection for the entire room after the move out date  Deposit will be refunded after deducting

- Garbage should be packed in separate plastic bags and dumped in a designated area.
- All the stuffs left out in the room will be discarded during the official cleaning after move out.
- Cleaning charge will be deducted if the room hasn’t been cleaned (50,000 won per each room, deducting by 1/n)

- The card key must be returned as your original number.  If not 10,000 won will be deducted as well.
- Returned card by proxy (ex. by roommate) or a dispatched card via mail cannot be processed properly.

- Cleaning Check (whole room) : Based on the individual space and facility first (if the extension stay exists)
Garbage disposal, entire common part (including toilet and sink)
- Facility Check (individual) : repair fees for individual damaged will be deducted by user charging
- Facility Check (common) : repair fees for common space will be deducted by 1 over N of the room
- Standards of facility check and deduction : By the details of 「Check In Sheet」 from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Refund

- If the repairing and cleaning fees exceed over 100,000 won, the difference will be charged additionally.

- Deposit of 2019-2 : Around the middle of January, 2020 after the individual deduction

- Deposit of Winter Extension Stay : in the middle of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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