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대학생활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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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확인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ernational.pusan.ac.kr) - 공지사항(외국인학생)

★ 유의사항 ★
부산대학교 유학생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문화 습득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모든 학부 신입생은 입학 후 첫 두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해야 합니다.
(대학원 신입생은 자율)
※ 학부 신입생 및 1학년 학생 중 원룸 계약, 가족과의 거주 등으로 기숙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원룸 계약서 혹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p. 안내 참고)
※ 벌점 3점 이상자는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숙사 신청기간 시작 전에 봉사활동 신청 및
벌점 감면을 완료하기 바랍니다.(신청기간 중 봉사활동 신청 및 벌점 감면 불가)

◆

신청절차 및 모집 일정

※ 모든 일정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아래 일정에 따라 기숙사 신청, 기숙사비 납부 등을 스스로 진행해야 함(★개별 통보 없음★)
No.
1

내용

일정

모집공고 확인

12. 26.(목) 18:00

기숙사 신청(선발기준 3-4 순위 서류 제출)
2
3
4

기숙사 식사(의무식) 제외 신청

12. 31.(화) 10:00 ~ 1. 3.(금) 16:00

기숙사 미신청 사유서 제출(학부 신입생 및 1학년)

1. 2.(목) 10:00 ~ 1. 7.(화) 16:00

1차 합격자 발표

1. 10.(금) 18:00

1차 합격자 기숙사비 고지서 출력 및 납부(국내/해외) 1. 13.(월) 10:00 ~ 1. 16.(목) 16:00
기숙사비 납부결과 확인 및 미납자 탈락 공지

1. 23.(목) 18:00

5

1차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1차)

1. 20.(월) 10:00 ~ 1. 29.(수) 16:00

6

기숙사 추가 신청

1. 20.(월) 10:00 ~ 1. 21.(화) 16:00

7

추가 합격자 발표

1. 29.(수) 18:00

8

추가 합격자 기숙사비 고지서 출력 및 납부

1. 30.(목) 10:00 ~ 2. 4.(화) 16:00

9

추가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1차)

2. 10.(월) 10:00 ~ 2. 12.(수) 16:00

10

최종 합격자 유의사항 확인

2. 7.(금) 18:00

11

룸메이트 신청

2. 7.(금) 18:00 ~ 2. 11.(화) 16:00

12

무슬림 유학생 명상실 겸 조리실 사용 신청

2. 7.(금) 18:00 ~ 2. 11.(화) 16:00

13

기숙사 방 배정 결과 확인

2. 21.(금) 17:00 이후

기숙사 입사

2. 29.(토) 10:00 이후

건강진단서 원본 제출(2차)

2. 24.(월) 10:00 ~ 3. 6.(금) 16:00

기숙사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수강
통장사본 제출(해외 송금자)
차액 환불(해외 송금자)
온라인 식사변경 신청

3. 2.(월) ~ 3. 27.(금)
3. 9.(월) 10:00 ~ 3. 20.(금) 16:00
3월 말
3 17.(화) ~ 3. 25.(수)

변경 식수 적용

4. 1.(수) 조식부터

기숙사 하기개원 신청(여름 방학)

5월 중(예정)

기숙사 퇴사

6. 21.(일) 12:00까지(밀양 10:00까지)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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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신청

1.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ernational.pusan.ac.kr) - Search ‘Dormitory’ - Click ‘이동’
- 유학생 기숙사 지원 시스템(http://dormapply.pusan.ac.kr/f_index.html) - ‘기숙사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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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학부생 및 대학원생(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2020. 1학기 휴학생 지원 불가)

3

1차 합격자 발표

교환학생, 방문학생, 수료 후 연구생(등록한 학생에 한함), 연구원, 연구생
- 직전 두 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재학생에 한함)

1. 확인기간 : 1. 10.(금) 18:00 이후

- 기숙사 벌점이 3점 미만인 자

2. 결과확인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ernational.pusan.ac.kr) - 공지사항 확인
3. 선발기준
- 1순위 : 신입생, 학부 1학년, 정부초청장학생, 교환/방문학생, 특별장학생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자 구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제출기간 : 12. 31.(화) 10:00 ~ 1. 3.(금) 16:00)

학부생, 대학원생,

· 온라인 지원

교환학생, 방문학생

4. 선발원칙
- 1순위 우선 선발(정원 초과 시 연소자 우선 선발)

· 서류 제출(제출장소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
- 교수 추천서 1부(첨부 양식) : 1. 3.(금) 16:00까지(1. 1.(수) 제외)
- 수료 후 연구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 2. 21.(금) 16:00까지

- 2순위는 성적순 선발(동점인 경우 연소자 우선 선발)
- 3순위와 4순위는 연소자 우선 선발
5. 1순위 학생이라도 기숙사 상황에 따라 1지망이 아닌 2지망으로 합격할 수 있음

- 미제출시 기숙사 입사 취소됨
· 서류 제출(제출장소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
연구원, 연구생

- 3순위 : 수료 후 연구생 (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에 한함)
- 4순위 : 연구원, 연구생

※ 신입생 ID(수험번호) / PW(생년월일 6자리)
· 온라인 지원

수료 후 연구생

- 2순위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온라인 지원 안함

6. 1차 불합격자는 기숙사 추가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5. 기숙사 추가 신청” 참고)

- 신청서 1부(첨부 양식) : 1. 3.(금) 16:00까지(1. 1.(수) 제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or 여권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4

1차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

· “종교”적인 이유로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 한함
· 의무식 제외신청서(첨부 양식) 및 증빙서류(이메일 제출(idorm@pusan.ac.kr))
“의무식 제외” 신청자

- “4. 기숙사 식사(의무식) 제외 신청” 참고
· 온라인 지원 시 ‘주 7일, 1일 3식’ 선택 → 담당자가 ‘식사안함’으로 수정
· 신청기간 외 의무식 제외 신청 불가

1.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기간 : 1. 13.(월) 10:00 ~ 1. 16.(목) 16:00 (※한국 시간 기준)
2. 납부방법 : 국내 납부, 해외 송금 모두 가능
3. 유의사항
-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확한 금액 확인 후 납부해야 함(고지서는 지정 기간 내에서만 출력 가능)
- 기숙사비를 타 계좌(학비, 보험료 계좌 등)로 납부 시 기숙사비 미납으로 합격 취소

4. 기숙사 식사(의무식) 제외 신청

- 기간 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사가 취소됨

- 대상 : “종교”적인 이유로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자
※ 종교가 아닌 개인사유(예: 알레르기 등)로는 제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12. 31.(화) 10:00 ~ 1. 3.(금) 16:00(기숙사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중 이메일 제출(idorm@pusan.ac.kr)
- 제출서류 : 의무식 제외 신청서(첨부양식) 1부 및 종교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1부
예) • 국교가 이슬람교, 힌두교 등인 경우 → 여권사본 제출 가능
• 무슬림 증명서(2020년 발급에 한함) 등
※ 신청기간 내 신청(신청서 및 증명서 이메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기숙사 신청시 “주 7일, 1일 3식” 선택 → 신청기간 종료 후 유학생지원센터에서 일괄 수정함
5. 의무 입사 대상자(학부 신입생 및 1학년) 중 기숙사 미신청자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 제목 : “신입생 기숙사 신청 포기” (이메일 본문에 “이름/수험번호/학과/연락처” 명시)
- 제출서류(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한해 기숙사 신청을 포기할 수 있음)
a. 원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원룸 계약서 스캔 파일
b.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 사유서(첨부 양식)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dorm@pusan.ac.kr)
- 제출기간 : 1. 2.(목) 10:00 ~ 1. 7.(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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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납부 방법
- 본인 명의 고지서 출력(http://dormapply.pusan.ac.kr/f_index.html)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 모든 합격자에게 각각 다른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납부 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숙사비, 학비, 보험료 납부 계좌는 모두 다름 (각각 다른 계좌에 납부해야 함)
5. 해외송금 방법
- 본인 명의 고지서 출력(http://dormapply.pusan.ac.kr/f_index.html)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확인 후 양국 중개은행 수수료(약 USD 100)를 더하여 송금
- 납부금액 : 기숙사비 + 약 USD100(양국 중개은행 수수료)
※ 환율 기준 : 송금일 당일 환율 적용
※ 송금의 통화 종류는 상관없음. 최종적으로 한국에는 한화로 송금됨
※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 한국 통장에 최종 입금된 금액이 기숙사비보다 적은 경우,
기숙사 입사가 취소되며 해당 기숙사는 추가 지원자에게 배정됨
※ 환율 및 중개은행 수수료로 인한 차액은 3월 중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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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송금 계좌
- Bank Name :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ongHyup)

기숙사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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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Address : 75, 1-KA, CHUNGJEONG, JUNG-KU, SEOUL, KOREA
- Swift Code : NACFKRSEXXX

1. 대상 : 기숙사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학생

- Branch Name : PUSAN NATIONAL UNIVERSITY BRANCH

2. 신청기간 : 1. 20.(월) 10:00 ~ 1. 21.(화) 16:00

- Account No. : 948-01-148218 (※ 학비, 보험료 납부 계좌와 다름, 각각 납부해야 함)

3. 신청방법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ernational.pusan.ac.kr) -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
1차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공지사항 꼭 확인하세요!!

- Account Name : PNU International, Pusan National University
※ 이 계좌는 IBAN, BIC 코드 제공하지 않음 (IBAN, BIC 코드 요구하지 않는 은행에서 송금해야 함)
7. 해외송금 확인서 제출

4. 1차 합격자 발표 후 여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선발을 진행함

추가 합격자 발표

7

- 대상 : 해외송금으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학생 전원
- 제출기간 : 1. 13.(월) 10:00 ~ 1. 16.(목) 16:00 (※한국 시간 기준)
- 제출방법 : 아래의 링크에서 온라인 확인서 작성 및 제출
a. Google 링크 : 로그인 필요(https://forms.gle/zP5WJrDn6YStBzB78)

1. 확인방법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ernational.pusan.ac.kr) - 공지사항 확인
2. 확인기간 : 1. 29.(수) 18:00 이후

b. 링크 접속이 안 될 경우 : 첨부 양식을 이메일(idorm@pusan.ac.kr) 제출
- 기간 내 납부하였으나 양국 은행간 업무처리 지연으로 부산대학교 계좌로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

추가 합격자 기숙사비 고지서 출력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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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은행 확인 후 납부 처리함
1. 고지서 출력 및 납부일 : 1. 30.(목) 10:00 ~ 2. 4.(화) 16:00
8. 납부결과 확인 및 기숙사비 미납자 탈락 공지

2. 납부방법 : 국내 납부, 해외 송금 모두 가능

- 기간 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 합격이 취소됨
(납부기간 내 기숙사비 미납자 및 기숙사비 입금액 부족자 포함)
→ 고지서 출력 오류 등 기숙사비 납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기간 내 유학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함

3. 1차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 안내와 동일함(3. 유의사항 ~ 7. 해외송금 확인서 제출 참고)
단, 해외송금 확인서 제출기간 : 1. 30.(목) 10:00 ~ 2. 4.(화) 16:00
4. 유의사항
- 기간 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 합격이 취소됨

→ 기숙사비 미납으로 인한 기숙사 합격 취소는 본인의 책임이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

(납부기간 내 기숙사비 미납자 및 기숙사비 입금액 부족자 포함)

- 확인방법 : 온라인 확인(http://dormapply.pusan.ac.kr/f_index.html)

→ 고지서 출력 오류 등 기숙사비 납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 확인기간 : 1. 23.(목) 18:00 이후

반드시 납부기간 내 유학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함

- 납부확인서는 3. 2.(월) 12:00 이후 출력 가능함

5

1차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 기숙사비 미납으로 인한 기숙사 합격 취소는 본인의 책임이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

9

추가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1. 제출대상 : 1차 합격자 전원(*이전 학기 제출한 적 있는 학생 포함)

1. 제출대상 : 추가 합격자 전원(*이전 학기 제출한 적 있는 학생 포함)

2. 제출서류 : 결핵 유무가 명시되어 있는 검진 결과서 원본

2. 제출서류 : 결핵 유무가 명시되어 있는 검진 결과서 원본

(흉부 X-ray 필름은 제출하지 않음. 결핵 유무를 알 수 있는 모든 테스트 허용)
3. 발급기관 : 한국, 해외 등 모든 국가 의료기관
(단,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서류만 가능. 아닐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할 것)

(흉부 X-ray 필름은 제출하지 않음. 결핵 유무를 알 수 있는 모든 테스트 허용)
3. 발급기관 : 한국, 해외 등 모든 국가 의료기관
(단,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서류만 가능. 아닐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할 것)

4. 검진일자 : 2020. 1. 1.(수) 이후 진단받은 서류만 인정함

4. 검진일자 : 2020. 1. 1.(수) 이후 진단받은 서류만 인정함

5. 제출 방법 및 기간(1•2차 모두 제출해야 함)

5. 제출 방법 및 기간(1•2차 모두 제출해야 함)

구분

제출 기간(한국 시간 기준)

1차

1. 20.(월) 10:00 ~ 1. 29.(수) 16:00

2차

2. 24.(월) 10:00 ~ 3. 6.(금) 16:00

제출 방법
PDF 또는 JPG로 저장 → Email 제출(idorm@pusan.ac.kr)
제목 : 건강진단서 제출(학번, 이름 기입할 것)

구분

제출 기간(한국 시간 기준)

1차

2. 10.(월) 10:00 ~ 2. 12.(수) 16:00

검진 결과서 원본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에 제출

2차

2. 24.(월) 10:00 ~ 3. 6.(금) 16:00

- 5 -

제출 방법
PDF 또는 JPG로 저장 → Email 제출(idorm@pusan.ac.kr)
제목 : 건강진단서 제출(학번, 이름 기입할 것)
검진 결과서 원본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에 제출
- 6 -

10

최종 합격자 유의사항 확인

14

1. 확인방법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http://international.pusan.ac.kr) - 공지사항 확인

기숙사 입사

1. 입사일 : 2. 29.(토) 10:00 이후
a. 입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입사 가능(18시 이후 입사불가)

2. 확인기간 : 2. 7.(금) 18:00 이후

※ 안내실 입사업무 가능시간 : 10:00 ~ 18:00(12:00-13:00 제외)

3. 입사일, 기숙사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수강 일정 등 유의사항 확인
4. 원생확인서는 3. 2.(월) 12:00 이후 출력 가능함

b. 각 생활관 안내실(경비실) 방문 → 대여품(침대시트, 출입카드 등) 수령 → 입사서명 후 입사
※ 침대시트만 제공(이불대여 불가, 위생을 위하여 침대시트를 반드시 씌워서 사용할 것.)
2. 건강진단서 원본 제출(2차) ★ 의무

11

룸메이트 신청

- 제출대상 : 1차 및 추가 합격자 중 건강진단서를 Email(idorm@pusan.ac.kr)로 제출한 학생
- 제출서류 : 결핵 유무가 명시되어 있는 검진 결과서 원본
(흉부 X-ray 필름은 제출하지 않음. 결핵 유무를 알 수 있는 모든 테스트 허용)

1. 대상 : 기숙사 최종 합격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dormapply.pusan.ac.kr/f_index.html)
3. 신청기간 : 2. 7.(금) 18:00 ~ 2. 11.(화) 16:00
4. 룸메이트를 원하는 2인이 함께 신청해야 함(1인만 신청 시 룸메이트 배정 불가)
5.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학생활원에서 임의 배정함(변경 불가)

- 발급기관 : 한국, 해외 등 모든 국가 의료기관
(단,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서류만 가능. 아닐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할 것)
- 검진일자 : 2020. 1. 1.(수) 이후 진단받은 서류만 인정함
- 제출장소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
- 제출기간 : 2. 24.(월) 10:00 ~ 3. 6.(금) 16:00
3. 출입카드 관리

12

무슬림 유학생 명상실 겸 조리실 사용 신청

- 출입카드는 입사 시 각 생활관 안내실(경비실)에서 수령 사용(식사겸용)
- 퇴사 시 안내실로 반납해야 함. 분실∙파손 시 재발급 비용 부과

1. 신청대상 : 부산캠퍼스 기숙사 입사자 중 종교가 이슬람교인 학생
※ 사용 신청 후 허가를 받은 학생만 이용 가능

15

기숙사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수강 (★의무)

2. 신청기간 : 2. 7.(금) 18:00 ~ 2. 11.(화) 16:00
3. 신청방법(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모두 완료해야 함)
a. 온라인 신청 : 구글 로그인 필요(https://forms.gle/k2f7Z4oVftPyHAQPA)

1. 기간 : 3. 2.(월) ~ 3. 27.(금)
2. 방법 : 대학생활원 홈페이지 → OT → 로그인 후 OT 수강 → OX 문제풀이
※ 20문제 중 16개 이상 맞추어야 수강한 것으로 간주

b. 종교(이슬람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idorm@pusan.ac.kr)
예) 여권사본(국교가 이슬람교인 국가에 한함), 무슬림 성원에서 2020년에 발급한 증명서 등
c. “의무식 제외” 신청 시 종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은 하지 않음

3. 내용 : 대학생활원(부산) 원생수칙 및 생활관련 원생 숙지사항 교육
※ 모든 기숙사 입사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 수강시 벌점 3점이 부과됨

(단, 온라인 신청은 해야 함)
4. 이용기간 : 추후 공지 예정

16

통장사본 제출

5. 위치 : 남 - 웅비관 A동 906호(콘도형 기숙사), 여 – 자유관 지하1층
6. 조리실에서 본인이 직접 조리를 할 수 있음(할랄 음식은 제공하지 않음)
(기본시설: 싱크대, 쿡탑, 전자렌지, 냉장고)

1. 대상 : 해외송금으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입사자 전원
2. 제출서류 : 한국에서 개설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이름/학번/연락처 명시)
※ 본인명의 한국 계좌가 없는 경우, 교내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여권 필요)

13

3. 제출기간 : 3. 9.(월) 10:00 ~ 3. 20.(금) 16:00

기숙사 배정 결과 확인

4. 제출장소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
1. 확인방법 : 온라인 확인(http://dormapply.pusan.ac.kr/f_index.html) - 메뉴 합격자 발표
17

2. 확인기간 : 2. 21.(금) 17:00 이후

기숙사비 차액 환불(해외 송금자)

1. 환불일 : 3월 말(예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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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사변경 신청

1. 부산캠퍼스 기숙사 시설 및 위치(https://dorm.pusan.ac.kr)

1. 기간 : 3. 17.(화) ~ 3. 25.(수)
※ 신청기간 이후로는 변경 취소 및 재변경 불가
2. 대상 : 식사 끼니 변경 희망자
3. 방법 : 대학생활원 홈페이지 → 민원신청/식사변경 → 마이페이지 → 식사변경신청확인/신청서제출
4. 적용 : 4. 1.(수) 조식부터 변경된 식사끼니 시작

19

기숙사(대학생활원) 소개

기숙사 연장 신청 · 기숙사 퇴사

1. 하기개원 신청
- 방법 : 대학생활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생활원비 납부기간, 개원기간, 등

구분

진리관

웅비관

자유관

성별

남

남

여

종류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구성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책꽂이, 소화기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책꽂이, 소화기,
개인 욕실(변기, 세면대, 샤워기)

시설

정보프라자실, 휴게실, 식당, 독서실,
세탁실 및 다림실, 공용 샤워실 및 화장실

정보프라자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세탁실, 다림실, 24시간 편의점

식사

의무식
:종교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외 신청 가능. 3p. “4. 기숙사 식사(의무식) 제외 신청” 참고

행정실 ☎ 051-510-7808

☎ 051-510-7811

2. 1학기 종료 및 퇴사점검 안내
- 방법 : 대학생활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 퇴사기간, 퇴사절차, 방 점검 시 유의사항, 등

※ 주의사항
결핵 고위험 국가(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라
오스) 학생의 경우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D2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진단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함.
결론적으로 위 19개국 학생들은 비자 발급용 원본 1부, 기숙사 입사용 원본 1부 총 2부가 필요
함을 유의할 것!

205 유학생지원센터 International Student Center(ISC)
209 상남국제회관 Sangnam International House
315-6 자유관 A,B동 Jayoo Hall (대학생활원 행정실 : 자유관 B동 1층)
712-3 웅비관 A,B동 Woongbee Hall
714–7 진리관 가,나,다동 Jilli Hall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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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0-7810

2. 밀양캠퍼스 기숙사 시설(나노과학기술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만 해당)(http://mdorm.pusan.ac.kr/main/)
구분

비마관

성별
종류

C

기숙사 생활 유의사항

매화관

남

여

2인 1실

2인 1실

1. 생활안내

※ 아파트형 기숙사로(방 3칸) 각 방마다 2명씩 총 6명이 한 집에서 생활함

① 생활관 및 식당 출입 방법 : 출입구(또는 식당) 입구에 있는 카드 리더기에 출입카드 인식

구성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책꽂이, 전화기, 소화기

② 개별 호실 출입 방법 (디지털 도어락 사용 방법)

시설

PC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세탁실 및 다림실, 독서실, 매점, 화장실

: 본체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터치 → 비밀번호(입사 시 안내실에서 확인) 입력 → 출입

식사

의무식

※ 입사 후 룸메이트와 상의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필수>
※ 건전지는 개별 구매하여 교체하여야 함
③ 생활관 출입제한 및 식당이용 (※ 시간엄수, 부산캠퍼스 기준)

B

기숙사 개원기간 및 기숙사비
출입금지

01:00 ~ 05:00
빵・시리얼・우유 : 07:00 ~ 08:00 (아침식사자만 이용가능, 월~토)

1. 기숙사 개원기간
식당이용

- 입사일 : 2. 29.(토) 10:00 이후
- 퇴사일 : 6. 21.(일) 12:00까지(밀양캠퍼스 10:00까지 퇴사)

아침 : 08:00 ~ 09:00
점심 : 12:00 ~ 14:00
저녁 : 17:30 ~ 19:00

- 기숙사 개원기간 외 기간에 숙소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숙소를 예약해야 함(예: 상남국제회관)
- 입사자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식사를 해야 함
- 신청방법 : 기숙사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식사유형 중 택 1 (선택 후 변경 불가)

2. 상남국제회관(부산대학교 게스트하우스)
- 위치 : 언어교육원 맞은 편(건물번호 209)
- 금액(1박) : 스탠다드 KRW 47,000, 비즈니스 KRW 56,000, 레지던스 KRW 70,000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2. 대학생활원 내부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① 대학생활원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점 부과

- 문의 및 예약 : sangnam@pusan.ac.kr, +82-51-510-7000

a. 벌점에 따른 조치사항(예시)

- 홈페이지(한국어) : http://sangnam.pusan.ac.kr/

‧ 벌점 10점 이상 : 즉시 기숙사 퇴사
‧ 벌점 8점 이상 : 벌점 감면 불가(다음 학기 기숙사 신청 불가)

3. 식사 제공기간 : 3. 1.(일) 조식 ~ 6. 20.(토) 석식

‧ 벌점 3점 이상 : 다음 학기 기숙사 신청 불가(단, 벌점 감면 후 신청 가능)
b. 홈페이지(dorm.pusan.ac.kr) - 원생수칙 및 벌점기준표 필독

4. 기숙사비 (한 학기 기준,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확한 금액 확인 후 납부)
캠퍼스

기숙사
자유관

웅비관

관리비(원)
759,360

679,840

부산

진리관

밀양

비마관
매화관

537,600

460,320

식비(원)

c. 상황발생 시 경찰 동원 가능
납부총액(원)

② 벌점감면 : 봉사활동 3시간 당 벌점 1점 감면(대학생활원 행정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신청.
자세한 정보는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900,480

1일 3식(월~일)

1,659,840

792,000

1일 3식(월~금)

1,551,360

739,200

1일 2식(월~일)

1,498,560

900,480

1일 3식(월~일)

1,580,320

792,000

1일 3식(월~금)

1,471,840

739,200

1일 2식(월~일)

1,419,040

- 신청시기 : 연 4회(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900,480

1일 3식(월~일)

1,438,080

- 신청안내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1학기, 2학기), 대학생활원 홈페이지(여름방학, 겨울방학)

792,000

1일 3식(월~금)

1,329,600

*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pusan.ac.kr/ → “공지사항” 확인

739,200

1일 2식(월~일)

1,276,800

* 대학생활원 홈페이지 https://dorm.pusan.ac.kr/main/ → “공지사항” 확인

528,000

1일 2식(월~금)

1,065,600

380,800

1일 1식(월~일)

918,400

843,360

1일 3식(월~일)

1,303,680

701,120

1일 2식(월~일)

1,161,440

③ 기숙사 신청기간 전까지 벌점감면 완료해야 함(신청기간 중 벌점감면 불가)
※ 벌점 3점 이상일 경우, 기숙사 지원 불가.
3. 기숙사 입사 신청 유의사항

4. 문의사항
- 전화 : +82-51-510-3352
- 이메일 : idorm@pusan.ac.kr
- 위치 : 본관 1층 유학생지원센터 (건물번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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