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식권제 (희망식수) 안내
신청 기간 : 2016. 12. 6 ~ 2017 . 2 . 15
(신청기간 외에는 학생식당으로 문의)
dumefood.com 접속
또는
생활관 사이트
희망식수 신청

정보입력 후

신청정보

희망식수 선택

확인 및 입금

베너 클릭
1. 선택식권 사용안내 및 혜택
가. 선택식권이용자는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백반 외 식사가격도 할인 제공(200원~300원)받습니다.
단,200식 선택자는 특별식·이벤트식도 메뉴에 따라 200~300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나. 아침 Take Out 간편식 및 Izzo Café도 식권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500원 할인 적용 : 1,500원 이용 ☞ 선택식권 이용자)
다. 식권은 전자식권 또는 학생증에 충전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사용시 차감-사용횟수 제한 없음)
라. 식권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으니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학기 식비를 납부 기간 內 관비와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바. 입금안내 : “OOO 1234”  , “OOO” 성명, “1234” 핸드폰 뒷 4자리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 납부기간 : 2017. 01. 18(수) ~ 2017. 02. 15(수)

아. 선택식권 신청은 생활관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식비(희망식수 선택) : 2017년 1학기
구분

식권수량

선택식수

1식비

총 식비(학기)

비고

월0식

2,800원

ㅡ

일반매식

월 15 식(학기 60식)

2,700원

162,000원

월 25 식(학기 100식)

2,600원

260,000원

월 35 식(학기 140식)

2,500원

350,000원

월 50식(학기 200식)

2,500원

500,000원

입금 안내
확인 후
입금안내에
따라 입금해
주시길 바랍
니다.

* 사용기간 : 2017. 2. 25(토) 입관후 ~ 2017. 6. 23(금) 10:00까지

선택식권제 (희망식수선택) 안내
3. 선택식 환불기준
가. 학기중 결식비 환불기준(현행과 동일)
- 신청자격 : 공적인 사유로 5일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식당 카운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 잔액이 환불금보다 적은 경우 잔액만큼 환불되며, 결식 기간내 양도로 인한 사용시
5일 연속 안될 경우 환불불가
- 첨부서류 : 증빙서류에 기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신분증과 식권카드 지참.
나. 선택식 환불기준(선택식 본인 취소시 – 첨부서류 별도)
- 환불신청 : 707관 학생식당
- 환불조건
발생일(환불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함)

환불금액

3월1일, 8월31일까지(개강 전일까지) 환불신청

전액환불

3월2일 ~ 3월 15일, 9월1일 ~ 9월 15일

남은 잔액의 90% 환불

3월16일 ~ 3월31일, 9월16일 ~ 9월30일

남은 잔액의 80% 환불

4월1일~5월31일 , 10월1일~11월30일까지 환불신청

공적인 사유외 환불없음(남은 잔액의 80% 환불)

학기 종료월 - 6월, 12월

환불없음

* 공적인 사유 : 자퇴, 군입대, 휴학,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문의전화 : ☎ 031-670-3574

2016. 12.
학생식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