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생활관 입주일 및 입주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관 입주 예정인 학생들은 생활관이 공동생활시설물이므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생생활관 입주 일자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조기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일로부터 잠복기(14일)가 경과한 학생만 

입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필수 제출서류

 ① 항공권 E-ticket 제출
    ★ 주의 : 잠복기(14일) 경과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허위로 제출할 

경우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
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② 결핵진단서 : 흉부엑스레이 직접 촬영 후 이상없음 확인

■ 생활관비 환불 안내

 ○ 생활관 입주기간 변경(110일 → 89일)에 따른 생활관비 차액에 대하여 환불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생활관비 환불 신청 방법 : 4월 중(입주 후) 공지 예정

■ 포기원 제출(입주 전 생활관비 전액 환불) 가능 기간 

충 북 대 학 교  학 생 생 활 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차> 2020. 3. 15.(일) ~ 

      2020. 3. 16.(월) 

<2차> 2020. 3. 28.(토) ~ 

      2020. 3. 29.(일) 

2020. 4. 4.(토) ~

2020. 4. 5.(일)

※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한 비상대책 등에 

따라 우리 대학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개관 일정의 조정이 있을 수 있

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학생생활관 2020학년도 제1학기 

입주일 재변경 및 입주절차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차> 2020. 3. 14.(토)까지

 <2차> 2020. 3. 27.(금)까지
2020. 4. 3.(금)까지

·4. 3.(금) 까지는 포기원 제출 시 전액 환불 가능

·4. 4.(토) 이후에는 중도퇴거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为防止新冠肺炎19病毒感染症状的扩散,学生生活馆入住日期及入住变更如下。

  此外，准备入住生活馆的的学生，请注意遵守预防措施以及个人卫生的管理，以

确保所有人的健康。

■ 2020年第一学期生活馆入住日期

★ 如果外国留学生希望提前入住的话,是可以入住。

   但针对所有国家的留学生,从入境日起,只有过了潜伏期(14天)的学生才可以入住,

请大家注意。

■ 提交的文件 : 入住当天需提交

  ① 机票 E-ticket 

      ★ 注意 : 由于提交的各种资料是为了确认大家是否经过了14天的潜伏期，如有材

料造假行为将退宿，因此产生的各种问题由学生本人负责。

  ② 结核诊断证明书： 亲自进行胸部X-ray，确认正常

■ 宿舍退款

 ○ 因生活馆居住时间变更（110天→89天）所产生的宿舍费差额将会予以退款。

   - 申请退还宿舍费的方法：预定四月（入住后）宣布

■ 提交放弃居住申请（入住前全额退还宿舍费）

忠北大学 学生生活馆

变更前 变更后 备注

<第一次> 2020. 3. 15.(周日) 

        ~ 2020. 3. 16.(周一)

<第二次> 2020. 3. 28.(周六) 

        ~ 2020. 3. 29.(周日) 

2020. 4. 4.(周六) ~

2020. 4. 5.(周日)

※ 生活馆入住日期可能会根据Corona19

的扩散程度和学校政策而有所变化。

忠北大学学生生活馆2020年第一学期
入住日期重新变更及入住程序指南

变更前 变更后 备注

 <第一次> 2020.3.14.(周六)截止

 <第二次> 2020.3.27.(周五)截止
2020. 4. 3.(周五) 截止

·4. 3.(周五) 为止申请退宿,可全额退款

·4. 4.(周六) 之后申请退宿，按照有关规定退款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infection, please refer the following 

moving in date and procedure.

  Also, students who are going to live in dormitory must follow the prevention 

rules and personal hygiene in taking account of health of all as dormitory is 

the common living place.

■ Dormitory moving in date of 2020 for 1st semester

★ Foreign students can move in if they wish to move in early. 

   However, only those students are allowed whose incubation period (14days) 

has completed since the day of entry and is applied for all countries.

■ Required document during entry

 ① Plane E-ticket 
    ★ Precaution: Since the submission of document is to confirm the 

incubation period (14days) therefore, false document submission may 
force to evict the dorm and all the reasonability is bare by student.  

 ② Tuberculosis test : For examine the problem after direct X-ray shooting
■ Notice of Dormitory fee refund

 ○ Refund will be made for the difference in dormitory fees due to change 
in moving in period,(110days → 89days).

  - Application for fee refund process will be announced in April (after 
moving in)

■ Possible period for submission of renunciation(full fee refund before moving in)

CBNU DORMITORY

Before change After change Remark

<1st> 2020. March. 15th(Sun) 

     ~ 2020. March. 16th(Mon)

<2nd> 2020. March. 28th(Sat) 

     ~ 2020. March. 29th(Sun)

2020. April 4.(Sat) ~
2020. April 5.(Sun)

※Dormitory moving in schedule may 
change depending on the spreading 
of corona19 and university policy.

Change of dormitory moving in date and moving in 

procedure for 1st semester of 2020 Year

Before change After change Remark

<1st> 

Until 2020.March.14th.(Sat)

<2nd> 

Until 2020.March.27th.(Fri)

Until 2020. 
April. 3rd.(Fri) 

• full fee refund if submission of renunciation  
until April. 3rd.(Fri)

• After April. 4th.(Sat) refund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eviction regu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