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대학교 생활관 입사 서약서
본인은 한국영상대학교 생활관에 입사함에 있어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규정과 관생 수칙

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지킬 것입니다. 이를 위반 하였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
을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반 시 상, 벌점부과 기준
상

점

벌

점수

본 대학과 생활관 발전에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점

점

실화 또는 방화
사내 폭력 또는 절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수상
기간 내 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기계발을 실시

점수

25점

허가되지 않은 단체행위 및 불온물을 배포 하는 경우 (퇴사)
10점 기타 사내생활에 중대한 과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성별이 다른 외부인 출입을 허용한 경우

응급환자의 신고 및 간병을 이유로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경우

생활관증 대여(대여의 정도가 불순함이 과한 경우 퇴사)

생활관장 및 사감이 품행이 방정하다고 인정하는 사생

생활안전점검 후 생활관 무단이탈 행위 등

각 방을 청결히 하여 환경미화에 힘쓴 호실의 사생전원

사내 음주, 흡연 및 도박행위 등

10점

시설물 또는 기물 손괴

생활관 행사 시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 한 사생

5점
사생이 벌점의 경감을 원하여 소정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생

사내 고성방가 및 난동행위 등
외부인 출입허용(무단 숙식) 및 타 호실 무단출입,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사생

비밀번호 공유

사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생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 및 지시불이행 행위

사내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사생

2점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순응하는 사생

반입금지품목 반입 및 사용
(전기기구, 인화물질, 취사도구,공유기 등)

5점

무단외박
사내 동물 및 곤충 사육
시간내 미귀사
사내 환경 및 청결 불량

□ 경고 : 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게시물 또는 광고물 무단 게시 또는 배포

□ 퇴사 : 벌점이 25점 이상인 자

생활안전점검 이후 음식 배달 행위 등

2점

임시퇴실시 청소 미이행 및 개인짐 방치
자정 이후 사생의 숙면을 방해하는 소란 또는 소
음행위 (세탁기, 전화통화, 전자렌지,자판기)
생활관증 분실(남자생활관에 한함)

2019년

월

학과 :

.

학번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

한국영상대학교생활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