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사 안내>
1. 기숙사비 납부
-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동봉된 기숙사비 고지서 이용하여 은행 납부
- 납부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과 동일 (2022.02.07.~2022.02.11. 17:00)
※ 추가합격 및 자율모집 대상자 등 개별 납부 안내 예정

2. 기숙사비 납부 완료 학생 호실 배정 발표 : 개강 일주일전 공지
- 호실 배정 확인 : 대학홈페이지(www.gch.ac.kr)> 캠퍼스생활> 한빛학사> 공지사항

3. 기숙사 입사
- 입사 일자 : 2022년 2월 27일(일)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 3인 1실
- 건물별(건빛관, 곤빛관, 감빛관, 이빛관, 청빛관, 홍빛관) 기숙사 입실시간 다름
기숙사 건물 명칭
곤빛관

비고

청빛관
홍빛관

입실 시간 홈페이지 향후 공지예정

감빛관
이빛관
건빛관

4. 입실 준비물(*사전에 택배로 발송하시면 당일 더욱 편리하게 입실 가능합니다.)
1) 침구류 (요, 이불, 베개 등)
2) 세면도구
3) 반입 가능한 전기제품 : 드라이기(고데기), 개인컴퓨터 및 휴대폰 충전기만 가능
(개인 히터 등 전열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반입 불가, 적발 시 회수 보관)
4) 의류, 서적 등 기타 개인 소지품
5) 입사 준비물 사전 택배 발송 : 호실배정 발표 (2/27일) 이후 최소 입실 전일까지 배송 도착 가능하도록 발송
- 배송 주소 <남학생> 경북 김천시 대학로 168 경북보건대학교 남자기숙사(**관) 학생이름 호실
<여학생> 경북 김천시 대학로 168 경북보건대학교 여자기숙사(**관) 학생이름 호실

5. 기숙사 입사 시 지참 제출서류(*1~3번

미제출 시 입사 불가합니다.)

1) 입사생 전체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 제출 필수(거주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문의)
- 기숙사 입소 시 2일 이내 선별진료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등)를 제출
- 거주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신속항원검사만 해당)
- 신학기 대비 백신 3차 접종 권장
2)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결핵 및 B형간염 검사 필수)
- 결핵(흉부X-ray), 간염 검사 포함 건강진단서는 매 입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함
3) 코로나19관련 문진표(자가진단지) 및 서약서(*추후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출력가능)
- 첨부파일 출력 사전 작성 제출(입사 시 현장 비치 작성 제출 가능)
4) 상기 서류는 기숙사 입실 완료 후 당일 제출

6. 입사 시 기타 유의사항
- 마스크 필히 착용
- 학생 외 외부인 기숙사 출입 금지
- 입사 물품 택배 발송 적극 활용

○ 기숙사 신청 및 확인 : 입학홍보센터(054-420-9251~9253)
○ 기숙사 입사 관련 문의 : 사감실(여: 054-420-9260/남: 054-420-9273)
학사운영처(054-420-9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