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사 절차 및 서류 안내
(생활지원팀, 2022.09.01.)

*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팀 특별입사 담당자 조재성입니다. (217-4252)
특별입사 관련절차 안내입니다. 신청자가 입주 전 아래의 특별입사 신청서류 받으셔서 1-3번
전체를 작성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먼저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cjastra@unist.ac.kr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내용 누락 시 결재 지체됨) 보내주시면 검토 후 회신 드립
니다. ① 선 검토 후 회신 메일 받으시면 이후에 -> ② 공문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특별입사 신청서류: https://dorm.unist.ac.kr/board/?id=data
* 홈페이지: “유니스트 생활관” -> 커뮤니티 -> 서식자료실 -> 특별입사신청서
* 공문의 전결사항: 학과나 학부의 경우 학과장, 학부장 전결, IBS연구단은 연구단장, 각 센터
는 센터장, 팀의 경우 처장 전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있으니
공개여부는 비공개, 문서열람등급 1등급(결재선)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입주 전 (생활관장의 승인을 필요) 필요서류
1) 특별입사신청서 1부. (308동 기혼자 신청은 1-1 서류로 신청하셔야 함)
2) 특별입사 참여확인서 1부. - 특별입사 참여확인서는 담당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한 후
자필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도장 등 자필서명 이외의 확인은 인정 안함)
- 직원의 경우 연구 참여를 하지 않으므로 채용예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제출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이후 절차 : 생활관 공문 접수 후 -> BTL 운영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안내
□ 입주 당일 필요서류(입주하는 날 특별입사자께서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
4) 결핵검진결과서 1부.
- “입주기준일 3개월 전 이후 발급분 유효” ex) 7.1입주 -> 4.1일 이후 검사만 인정, 음성
5)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제출(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_병원에서 검사_개인검사 인정X)
- “입주기준일 1일전 이후 발급분 유효” ex) 7.5일 입주 --> 7.4~7.5일 검사하여 음성 확인
* 제출 장소: 생활관 308동 103호 생활관 통합행정실(평일 09:00 ~ 18:00)
* 위 입주일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 불가함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입사가 제한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근무자가 없어 입사가 어려우니
되도록 주중에 입사를 요청 드립니다. (주말입사 시 미리 요청) 또한 입주 1주일 전 공문이
도착해야 생활관장님 승인 후 신청자에게 기숙사비 안내 등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
으며 공문발송이 늦으면 그만큼 입사가 늦어집니다. 미리 준비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BTL 특별입사 담당자:

주혜선 선생님(217-6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