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동(Visitors Residence) 생활관 입주 안내문

1.  교직원동 호텔실 현황

층 별 유 형 실수 용    도 월 이용료 비  고

6층 

호텔실

C(남향) 12 호텔식(1인실, 싱글 침대) 1일 30,000 601~614호실

D(북향) 2 호텔식(2인실, 트윈 침대) 1일 50,000 622~623호실

계 14

        C유형(1인실) 침대 1개 있음                      D유형(2인실)

2. 신청 방법 : ☎530-4597 로 전화 후 공문 혹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르미로 송부

3. 납부 방법 : 입주 전 무통장 입금 (광주은행 071 –107-007274 전남대생활관)

4. 입주 및 퇴관 절차

   ▶ 입주 절차 : 주중(공휴일 제외) 생활관 행정실 09:00~18:00 (신분증 제시)

      입주 전 입주실 비밀번호 와 카드 수령 후 입실 

      건물 1층 현관 카드 인식 → 6층 중간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 #1234# → 호실 도어 카드인식 

     

   ▶ 퇴관 절차

     → 호실 출입카드는 호실 내 카드키 꽂는 곳에 꽂아 두시면 됩니다.

        ※ 카드 미반납 시 카드 분실료 2만원 청구 함.

   ▶ 입주 및 퇴관시간 

      입주일 15:00시 부터 ~ 퇴관일 11:00시 까지  



5. 시설물 안내 

구 분 내      용 비고

구 조 방1개(원룸형) – 세면장 및 화장실

기본시설
냉장고/TV/책상/서랍/책꽂이/의자/옷장/침대/신발장/천정형냉

방시스템/바닥난방(벽부착 버튼)

기본비품 침구류, 드라이어, 수건, 세면도구 일체

6. 불편사항 신고 

구  분 연락처 전화번호 비고
시설불편사항 생활관 행정실 ☎530-4594
공공요금사항 생활관 행정실 ☎530-4599
인터넷고장  정보전산원 ☎530-3681~2
케이블TV 케이블TV ☎417-7000

 ※ 기타 불편 사항은 행정실 062)530-4597 (09:00~18:00 공휴일 제외)

 7. 냉·난방기 작동

   ▶ 냉방 : 싱크대 옆에 부착된 “냉·난방기” 를 작동하면 천장 에어컨 가동

   ▶ 난방 : 싱크대 옆에 부착된 “난방기” 에 희망온도를 설정하시면 바닥 난방 가동  

   

 8.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설정(Windows XP기준)

    1) 시작 메뉴의 설정에서 제어판으로 이동한다.

    2) 제어판의 네트워크를 더블 클릭한다.

    3) 네트워크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토콜을 클릭한다.

    4) 제조업체에서는 MICROSOFT,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는 TCP/IP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5) TCP/IP에 마크를 하고 등록정보를 클릭한다.

    6) TCP/IP등록정보란에서는 IP주소, 게이트웨이, DNS구성란에 등록한다. 

       ㉮ [IP주소] 

          IP주소 : 168.131.XX.XX (해당호실 IP 참조) 

          서브넷마스크 : 255.255.255.0    

       ㉯ [WINS 구성]: WINS Resolution사용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주WINS 서버에              

         168.131.44.88 보조 WINS 서버에 168.131.44.9을 입력한다. 

       ㉰ [게이트웨이] 새 게이트웨이에 168.131.XX.1을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누르면 설치된     

         게이트웨이에 등록이 된다. (XX는 해당호실 IP번호 세 번째 번호임) 



        ㉱ [DNS 구성] 

           DNS사용에 체크 호스트에 적당한 이름 도메인에는 chonnam.ac.kr 찾을 DNS 서버주

소에는 168.131.33.5와 168.131.33.6 찾을 도메인 주소에는 chonnam.ac.kr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 확인 버튼을 누른다. 

     7) 기본 네트워크 로그온 :  Microsoft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 선택한다. 

       ※ 각호실로 부여된 I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돌 발생

        네트워크 관련 고장 및 문의사항은 (정보전산원) 530-3681∼2



Guidelines for Visitors Residence House

1.  The types of Hotel-Style

Floor Types
Quan

tity 
Purposes

Daily

charges
Note

6F

Guest

House

C(Southern) 12 Single Room 30,000 Room No.601~614

D(Northern ) 2 Family Room 50,000 Room No.622~623

Total 14

               Type C                                     Type D

2. Application : Call (☎530-4597), or submit a official letter of application in person.

3. Payment : Deposit (Kwang-Ju Bank Account number in Chonnam University 

Residence Hall : 071-107-007274)

4. The moving-in process

   ▶ Office hours : 09:00~18:00 (except weekends and holidays.)

   ▶ Get the door key and password.  

   

5. The Moving-out process

     → Return Card-key – Please put the card-key in the room 

        ※ ( If you miss or break the card-key, you should pay 20,000won ) 

  



  ▶ Check-in and check-out

      Check in time : From 15:00

      Check out time : Until 11:00  

5. The guidance for facilities 

Category Contents Note
Internal
structure Room 1(Studio) – Kitchen, Bathroom and Shower Room

Facilities
Refrigerator, Sink(Electric range), TV, Desk, Drawer, Bookstand, 
Chair, Wardrobe, Bed, Shoe box, Air-conditioning unit, Wi-Fi

Basic items Bedding, Hair drier, Toilet kit

6. Reporting any inconvenience 

Category Address Phone No. Note
General housing 

issues Maintenance office at residence hall ☎530-4594

Public utility 
charges Maintenance office at residence hall ☎530-4599

Internet Information Computer center ☎530-3681~2
Cable TV Cable TV office ☎417-7000

 ※ When there is any other grievance, contact the administrative office
     ☎062)530-4597(except for holidays) 09:00~18:00.

 7. Air-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 Air-conditioning: You can set the temperature with the controller next to the kitchen.

   ▶ Heating : You can turn on the floor heat by pressing the ‘Heat’ mode button on  

               the controller next to the Kitchen.  

   

 8. Network Configuration
     IP addresses are attached to each room 

   Regarding questions about your IP address, call 530-3681~2 

   a. Guest & Faculty House

     1) Click Control Panel from the Start menu. 

     2) Double-click Network Connections from the Control Panel.

     3) Click the Add button and then click Protocol.



     4) Choose MICROSOFT from the manufacturers, and TCP/IP from Protocol and click OK.

     5) Choose TCP/IP and click Properties.

     6) Register IP address, WINS configuration, Gateway, DNS configuration in TCP/IP properties. 

       [IP address] 

       IP address: 168.131.XX.XX (refer to IP Add. of your room) 

       Subnet mask: 255.255.255.0

       [WINS]: Check Use WINS Resolution; 

       Main WINS Server 168.131.44.88; 

       Supporting WINS Server 168.131.44.9 

       [Gateway] 

   Type 168.131.XX.1 for new Gateway, and click add-button to register            

       installed gateway. (XX is the first number of your IP numbers.) 

  b. [DNS Configuration]   

     Check DNS enable, type whatever name you want as the host name, type      

     chonnam.ac.kr for Domain, 168.131.33.5 & 168.131.33.6 for DNS server address,  

     and click add-button, then click OK-button. 

   7) Basic Network Log-on 

      Choose Microsoft for Network Client. 

      Note: If you do not use given IP address, "Duplicate IP address detected"    

            message can be sent. 

      For further information on Network, contact Information Contact Center at 530-368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