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글로벌하우스 입주생
(정시전형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공고
* 지원자는 모든 내용을 읽어보신 후 신청하세요*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1. 지원가능대상 : 정시전형 신입생 및 편입생(타 기숙사 중복지원 불가능)
2. 선발일정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납부기간

2.8(월)9:00 ~ 2.16(화)24:00

2.18(목) 18:00

2.19(금)9:00 ~ 2.22(월)17:00

입주가능일
2.25(목)
09:00부터

* 기숙사비 주말 납부가능
* 기숙사비 납부기간 내 미입금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기간 : 3.2 (화) ~ 6.19(토) (109일)
4. 퇴 실 일 : 6.19 (토)
5. 선발방법 및 기준
구분
선발방법

내 용
·입학 성적순

· 동서대학교 정시신입생 및 편입생으로 부산시외 거주자
(단, 부산시 기장군전체, 강서구 가덕도, 강서구 눌차동은 지원가능)
선발기준

· 지원자 중 보훈자녀,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체장애자는 우선 선발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FAX : 051-320-2180)
(증빙서류 제출기한 : 2월16일(화) 15:00까지)

* 입주 후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퇴실조치하고
차후 글로벌하우스 입주지원자격 상실
* 방배정은 글로벌빌리지 운영관리실에서 임의 배정

6. 자격제한
1)
2)
3)
4)
5)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이전 학기 벌점 과다 및 퇴실 처분을 받은 자
그 외 기숙사 운영관리실에서 입실자격을 제한한 자
단, 졸업유예자는 6학점이상 신청자에 한함

7. 제출서류(입주 시 제출요망)
1) 건강진단서 1부 (결핵 이상 유무 진단 필수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효)
2) 주민등록등본 1부 (2021년 2월 1일 이후 발급본)
3) 사감실에 비치된 서약서 및 건강설문지

8. 기숙사비(식대 미포함)
항목
기숙사비

구

분

2인실

관리비

비고

650,000원

한 학기 기숙사비

* 입주비 수납방법 : 가상계좌 입금(개별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본인이 출력함)
* 예금주 : 동서대학교 (합격자에 한해서 가상계좌 부여)

9. 환불 규정
구

분

일 자

환 불 금 액

입주 이전

입주이전
전액환불
·입주비에서 10% 공제 금액-거주기간 동안의 거주비(일자별 계산)를
중도퇴실시
환불
(3월 2일 이후~)
·입주기간 3/4 이후로는 환불금 없음

10. 하우스 내 시설 및 입주 시 필요물품
1) 학생시설 : 책상, 의자, 침대, 매트리스, 신발장, 책꽂이, 개인 옷장, 인터넷(Lan케이블은 본인지참)
2) 공용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휴게실
3) 입실시 개인물품 : 개인이불, 세면도구, 의류, 빨래 건조대 등
4) 입실시 금지물품 : 화재 위험 전기제품
(전기밥통, 가스버너, 전기쿡탑, 전자레인지, 냉난방기, 냉장고등)
- 적발 시 즉시 퇴실 (차후 입주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생활관 운영관리실(051-320-1699,2192)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