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BK생활관 입주 신청서
(Residency Application Form for BK Residence Hall, SNU)

서울대학교 BK생활관에 입주하고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신청 합니다.
(I apply for BK Residence Hall, SNU with valid documents attached)

신청자(Applicant)

성   명
(Name)

성   별
(Sex) □남(Male)     □여(Female)

국   적
(Nationality)

여권/외국인등록번호
(Passport/Alien 

Registration No.)

소 속 기 관
(Department)

직   급
(Title)

□ 교수(Professor)
□ 연구원(Researcher) 
□ 연구생(Research Student)
□ 대학원생(Graduate Student) 

개인번호
(학번/사번)

(Identification 
No./Student No.)

연락처
(Contact Number)

건물 유형
(Residency type)

□ A동(가족실 Family, 56.26㎡)
□ B동(스튜디오 Studio, 23.02㎡)

동거가족 수
(Number of Cohabiting Family)

입주희망기간
(Residency 

Period)

(From Year)20   년  (Month)    월 (Date)  일부터
(Until Year)20   년  (Month)     월 (Date)  일까지 

서울시 재산세 과납여부
(Payment Status 

on Seoul Property Tax)

□유(Yes)  
□무(No)

관리비 급여공제신청 여부
(Deducted from applicant's 

salary on each payday )
□유(Yes)  □무(No)

동거가족(Cohabiting Family)

신청자와의
관계

(Legal status)

성명
(Name)

본교 학생 여부
(Graduate Student status 

at this school)

성별
(Sex)

비고
(Note)

배우자
(Spouse) □유(Yes)  □무(No) □남(Male)   

□여(Female)

자녀
(Children) □유(Yes)  □무(No) □남(Male)   

□여(Female)

자녀
(Children) □유(Yes)  □무(No) □남(Male)   

□여(Female)

자녀
(Children) □유(Yes)  □무(No) □남(Male)   

□여(Female)



● 유의 사항
 - A동은 교원 및 연구원만 신청 가능하며, 가족동반자만 신청 가능
 - 대학원생(연구생포함)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2인이 B동에 거주할 경우만 신청 가능(A동 신청불가)
 - 보증금과 관리비는 건물유형에 따라 상이함
 - 대학원생은 단과대 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을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담당자에게 제출
 - 관리비 급여공제신청은 본교(재무과)에서 급여를 받는 자만 신청 가능
● Note
- Only Professor and Researchers can apply for building A, and only family members can apply 

as a cohabitant.
- Graduate students (including research students) can apply only if 2 person (they with their 

spouses) reside in building B(Not allowed in the building A).
- The deposit and lev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building.
-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college, the graduate students shall submit the original 

application form and required documents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K Residence Halls 
at Gwanak Residence Halls.

- Only those who receive their salary from this school(finance department) can apply for a 
deduction for levy.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 BK생활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상기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
정에 따라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
적, 학사인적 및 학적 사항, 계좌번호 등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해하고 정보의 이용에 대한 권리
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Agreement on a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bov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BK Residence Halls is information that requires my 
consent when us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Article 23. Thus, I fully understand and agree on the rights to use information 
which include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nationality, academic records, and account 
number, etc.. Agree □             

상기 기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신청자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all the statements and details above are correct and will be liable for a corresponding 
any action if any of the information stated above turns out to contain a false entry.
I confirm that the applica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Rules of Operation : BK Residence Halls of Gwanak Residence Halls」)

 작성일(Date of Application) :           년(Year)     월(Month)     일(Date)

                               신청인(Applicant Name) :               서명 또는 (Signature)
   

서 울 대 학 교   B K 생 활 관
BK Residence Hall, S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