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Q 행복기숙사란 무엇인가요?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공된 부지 상에 공적자금(국비, 공공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립

된 기숙사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다수의 재학생이 저렴한 기숙사비로 입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그릴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Q 입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전주비전대학교 포털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모집공고 참조

Q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본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한부모 가정, 아독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학자금지급 지

원구간 3구간 내)를 말합니다.

Q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는 무엇인가요?

A 기숙사에 입사하여 전염성 질환이나 건강을 체크하여 점검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필수 검사항목에는 B형간염, 흉부X선 촬영 두가지 항목이 검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서 미제출시는 입사를 불허하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서 아님, 건강검진 결과서는 인근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함)

Q 입사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휴학생(입사 기간 중 휴학 시 중도퇴사 처리)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적정 사유 사례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등

Q 택배 수령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A 택배 보관함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택배 도착 후 일정 시간 초과 시 금액 부과)

 - 택배 보관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경비실에 문의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령 바랍니다.

Q 출입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층 행정실에서 재발급 신청 후 사용가능합니다. (비용 - 10,000원 발생)

Q 신입생도 입사 가능한가요?

A 입사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매 학기 선발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행복기숙사도 추가 모집이 있나요?

A 지원자가 적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방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은 각 사생의 방에서 랜선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Wi-Fi 무선인터넷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중요한 정보는 랜선을 연결하여 유선 인터넷

으로 사용 바랍니다.

Q 룸메이트 신청은 언제하나요?

A 정기모집 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모집 공고 참조

Q 행정실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일 09:00 ~ 18:00분까지입니다. (주말 및 법정공휴일 등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