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입사방법 안내
1. 입사일 안내
- 일 시 : 2022.03.01.(화) 10:00 ~ 19:00(교내주차는 입사일 21시까지 무료주차가능)
- 학생 본인 마스크 필수착용 후 기숙사 입사 (학생 본인만 입실가능/ 보호자 출입 제한)
- 대중교통보단 보호자와 함께 개인차량 이용당부
제출서류

기한

비고
- 입사문진표는 서식자료실 12번

증명사진 1매, 입사문진표 1부

입사 당일 제출

*입사 2주전 건강기록지이므로 작성
완료한 문진표를 제출해야합니다.

2. 입사방법
- 입사전 기숙사생 스스로 사적 모임_만남 자제, 이동 동선 최소화로 개인 방역에 힘써주셔야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치

방 법 (마스크 필수착용)

비고

기숙사

1. 손소독제 이용

- 인당 1개 제한

장애인주차장/ 회의실 사이

2. 자가진단키트 수령

본인차량/
멀티미디어센터 1층 어울림실

1. 자가진단 키트 실시

(대중교통 이용자)

(학생 본인)
- 사용 시 부주의로 파손/오염 시
추가제공불가
- 진단키트는 밀봉 된 상태로 봉지
안 키트결과가 잘 보이게 해서 해

1.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당직원에게 음성 확인.
(진단키트기록지는 학생 전달, 진단

기숙사 정문

키트는 밀봉된 채 폐기)
* 코로나 확진이력이 있는 학생은 격리해제서 또는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가지고 바로 정문 입장
1. 음성 확인자만 입실 진행
2. 증명사진 1, 입사문진표1
진단키트 기록지 제출
3. 카드키 수령
기숙사 1층 로비

4. 본인 짐 가지고 호실이동

1. 양성 확인자는 자가키트를 가지

* 기존공지 변경사항

고 익산시 선별진료소 방문

- 각종 동의서 및 매트리스 커버 2.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입사가능
는 호실에 미리 배부
- 점호시간에 동의서 서명본 제출
+ 매트리스커버 미사용자는 반납

2.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22.03.01.(화) 20시

- 장

소 : 각 호실 내 방송진행

* 화재대피훈련, 각종 예방교육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교육부 공문 수령 후, 추후 진행
3. 기타 공지
- 개인사정으로 3월 1일 이후 늦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외박신청필요
- 개인 호실 확인은 및 외박 신청방법은 붙임자료 확인
-> 호실전산 등록 완료 후인 2월 27일 13시 이후 가능
- 입사 이후, 코로나 증상 발생 또는 밀접접촉으로 인한 검사 필요 시 개별 선별진료소 방문필요
(행정실에 내용 전달 후, 진행 요망)
※ 기타 궁금사항은 행복기숙사 행정실로 문의 TEL 063-839-1600~1601 Fax 063-839-1602
기숙사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원광보건대학교, 신용동) 행복기숙사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