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겨울방학 추가 입사 신청 안내
1.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휴학생 공실 발생시 입사 가능
2. 인원 : 미정(결원 발생시 충원함)
- 2018 겨울방학 합격자의 미수납, 중도퇴사 및 방학 중 단기프로그램 인원 변동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추가 선발이 진행됨.
3. 선발일정
가. 신청기간 : 2018. 12. 3(월) 10:00 – 2018. 12. 21(금) 17:00
- 신청기간 종료 후 더 이상의 추가 신청은 없음.
나. 선발기준 : 신청접수순(신청시 접수번호 부여됨)
- 결원(공실)에 대한 충원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지역/성적기준이 없음.
- 신청순으로 기회를 부여하며, 결원(공실)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입사 기회가 없을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uDRIMS ⟶ 부속기관 ⟶ 고양학사 ⟶ 고양학사추가신청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uDRIMS 신청으로 완료되며, 결원 시 남녀 접수 순위에 따라 기회를 부여함.
라. 합격발표 및 수납기간 : 추가 합격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함
4. 입사일 : 2018. 12. 24(월) 14:00 – 17:00
- 상세한 입사 안내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안내예정

※ 신규입사 시 필수 제출서류 : 결핵유무확인 건강진단서 1부 ※입사일(12.24(월)) 기준 1개월 이내
- 2학기 연장 입사자는 제출 면제, 겨울방학 신규입사자만 해당
- 요식업 종사자 검사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불가/건강진단서(기숙사 입사 제출용)으로 제출
※ 건강진단서 미소지 시 입사 절대 불가 :출입카드 수령 불가, 해당 호실에 방문 및 짐을 미리 넣어둘 수 없음
5. 기숙사비 ※ ‘2018학년도 겨울학기 고양학사 입사 신청 공고 참고!’ (특이사항 있는 경우 개별 연락)
- 월(月) 2인실 295,000원

/ 일(日) 2인실 10,000원

여름방학 신규 신청

현재 4개월 입사자 중
여름방학 연장 신청

구분

(2018.12.24.- 2019.2.20)

2인실

2인실

입사보증금

100,000원

-

기숙사비

575,000원

580,000원

합계

675,000원

580,000원

비고

(2018.12.22.- 2019.2.20)

식비는 자율식

※입사보증금은 신규입사자만 해당됨
※현재 4개월 입사자 중 겨울방학 연장 신청자는 기납부한 기숙사비에서 6개월 기숙사비 차액만큼 부과한 것임.

6. 기타사항
가. 4개월 신청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생 중 2개월 연장 신청할 경우 별도의 퇴사 없이 2019.02.20(수)
12:00까지 거주할 수 있음. 단, 사생실은 변경될 수 있음. (이사일정은 현재 미정, 추후 안내 예정임.)
나. 입사 관련 안내문은 고양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준비
다. 겨울방학 신규입사자 경우 입사여부 상관없이 입사기준일(2018.12.24.)포함해 그 이후 퇴사신청(입사포기 포함)
시 환불규정에 의거 차감환불 및 환불금 없을 수 있음. 단, 2018.12.23(일) 17:00까지 입사포기신청 시 전액 환불
라. 겨울방학 연장입사자 경우 입사여부 상관없이 입사기준일(2018.12.22.)포함해 그 이후 퇴사신청(입사포기 포함)
시 환불규정에 의거 차감환불 및 환불금 없을 수 있음. 단, 2018.12.21(금) 17:00까지 입사포기신청 시 전액 환불

마. 입사보증금은 퇴사 시 시설 및 비품에 대한 훼손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함.
바.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기준일(2018.12.24.) 이 외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청해야 입사할 수 있음.
사. 고양학사 내에는 짐보관 장소 부재와 분실의 위험으로 인해 짐을 맡아주지 않음.

2018. 11. 28.

고양학사 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