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 입주서약서
본인은 관악학생생활관

동

호 ( A / B ) 실에 입주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사생규정 및 사생생활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규정된 징계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호실 내에서 취사행위 및 소란행위를 일절 금하겠습니다.
2. 사생생활수칙에 위반되는 품목은(전열기 등)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생활관 모든 건물내에서는 금연이므로 흡연하지 않겠습니다.
4. 공동생활의 기본질서를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도난에도 각
자 조심하겠습니다.
5. 배정된 호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화장실 및 공동사용시설에 대하여 같은
호실의 학생들과 협조하여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6. 호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리수거통에 버리겠습니다.
7. 시설물점검을 위해 관계직원이 방문할 시 언제든지 협조할 것입니다.
8. 호실 내의 가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시는 생활관 규정
절차에 의해 변상하겠습니다.
9. 건강상(고열 및 급성호흡기 증상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퇴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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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관 :
행 사 명 :
사용자인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장 귀하

(인)

Pledge upon Dormitory Move-In
I, resident of bldg. _________ room. ___________ A / B, hereby pledge to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Gwanak Residence Halls and
Resident Code of Conduct. I also pledge that I will fulfil the follow
regulations. I agree that if I violate even one of these regulations, I will
take a disciplinary action.

1. will not cook or cause disturbance in the room.
2. will not use any stuff banned by resident rules of conduct.
3. will not smoke in the building because smoke is prohibited in the whole
building
4. will keep basic etiquettes in the community, be considerate to my
roommate, and keep my belongings safely to prevent theft.
5. will maintain clean hygienic condition of the room assigned, and
cooperate with roommates in cleaning common spaces like bathrooms
and living rooms.
6. will recycle the garbage and discard them on the recycling bin located
near the building entrance.
7. will always cooperate when staffs visit to check facilities
8. will compensate according to Gwanak Residence Halls rules and
regulations when furniture and other items of the room or other facilities
of Gwanak Residence Halls are damaged or loss.
9. will be evicted if the condition of health become worse such as a fever
and acute respiratory symptoms

User Department: _________________
Title of Event: ____________________
Representatives: __________________(Sig)

Submitted to the Dean of SNU Gwanak Residence Hal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