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율격리 교내 기숙사 신청 안내
1. 교내 자율격리 신청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율격리를 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가. 아래 자율격리 교내 기숙사 입사 기간에 입국 가능한 학생
나. 결핵검진 결과 ‘정상’ 또는 ‘완치’확인: 검진 결과서 제출 필수
3. 자율격리 기간
1차 입사

2차 입사

2020.7.20.(월) ~ 7.22.(수)

2020.7.31.(금) ~ 2020.8.4.(화)

< 2020.8.11.(화) ~ 8.13.(목) >

< 8.28.(금) ~ 8.30.(일) >

신청기간

입실일
※모든 교내 자율격리 기숙사 거주 예정 학생은 위 기간 내 입실을 완료해야함

< 2020.8.11.(화) ~ 8.27.(목) >

< 8.28.(금) ~ 9.13.(일) >

격리기간
※ 입실한 날로부터 14일간 (예시: 8.12.(수) 입실 시 8.26.(수) 퇴실)
신입생 및 한국어과정 입학생 우선
신청대상

재학생(복학)

(재학생은 신입생 우선 배정 후
잔여 방 유무에 따라 입실 가능)

이용비용
포함사항

980,000원 (70,000원 * 14일)
숙박비, 식비(1일 3식), 간식 (1일 1회), 침구류대여, 공항픽업,
코로나 테스트 인솔, 관리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생활용품 일부
- 입국 이후 원화 입금 (개별 계좌 안내 예정)

비용납부

- 환불 및 재입실 불가
- 입실일 3일 전부터 취소 시 패널티 발생

4. 신청방법 (선착순)
[첨부2]의 신청서를 작성 후 skim5385@dankook.ac.kr 로 위 신청기간 내에 첨부하여
발송 후 입국 항공편 정보를 7.31.(금)까지 위 이메일로 전송해야함

On-campus quarantine application
All students entering Korea from overseas must be quarantined for
2 weeks(14days) after entry!
1. Eligibility for On-campus quarantine
A. Those of who are able to arrive in Korea and check-in to dorm between the
below check in days
B. Student who is negative on the TB-test(Tuberculosis) result
※(the result or doctor’s letter should be submitted upon check-in)
2. Quarantine Details

Application
Period

1st Period

2nd period

Mon, 20 ~ Wed, 22 July

Fri, 31 July ~ Tue, 4 August

< Tue, 11 ~ Thu 13, August >

< Fri 28 ~ Sun 30, August >

Check-in Day
All applicant must check between the above check-in days

Tue 11 ~ Thu 27, Aug

Fri 28, Aug ~ Sun, 13 Sep

Quarantine
Period

14days from the check-in date
(ex: check in on Wed, 12 Aug / check out on Wed, 26 Aug)
Priority to New students or

Eligible

Current Students (Returning)

Korean language students
(Only available for current
students if any rooms left)

Fees

980,000 KRW (70,000 KRW * 14days)
Accommodation fee, Meals (3 per day), Snack (1 per day), Beddie

Includes

sets rental, Airport Pick-up, Coronavirus Test, Utility fees, Quarantine
materials (masks, Hand-sanitizer) and other daily necessaries
- Fees to be paid upon check in (Individual bank account will be given)

Fee payment

- No refund after check-in
- Penalty of 50,000 KRW may be imposed for any cancellation
within 3 days before the check in day

3. How to apply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Please fill in all the details on the application form and send the self-signed
scanned copy to skim5385@dankook.ac.kr before the application deadline. Also, the
individual flight details must be informed before 31 Jul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