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수칙 준수 서약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퇴사 조치를 한다. 퇴사 조치 시 해당 학기 기숙사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퇴사 조치된 학생은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퇴학 조치할 수 있다.
위반 행위

조치

실내 흡연 (담배 꽁초 실내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 및 음주행위 (술병 실내 발견 시 음주로 간주)
이성 학생 방 출입
외부인 숙박, 출입의 허용 및 미신고 행위 (외부 음식 배달 포함) ※ 적발 시 해당 실 거주자 전원 퇴사 조치
출입카드, 방 열쇠의 대여 및 무단복사 행위

퇴사

기숙사 내 폭행, 도박, 절도 등의 범법 행위
기숙사 내 시설물의 이동, 파손, 무단 반출 행위 (추후 본인 변상)
기숙사 내 풍기문란 등 단체생활 유해 행위
기숙사 내 발열기구(전기장판, 가스난로 등), 인화물질을 포함한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행위
[삼의원] 조리실 외 취사 행위(가스 및 전기 조리기구 등을 사용한 취사 행위 일체)
타인의 불편을 야기 하는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행사 (정기 점호 및 불시 검사 포함) 불참
밤 10시 이후 다른 방 출입 행위 (※ 적발 시 출입자, 초청자 또는 전원 벌점 조치)
개, 고양이, 기타 동물의 반입 행위
기숙사 선생님의 지시 불이행 또는 무례한 언행
벌점 10점

공고물의 무단 훼손행위
무단 외박 (새벽 1시 이후 귀가하는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 - 1박 당 벌점 10점 부과
※ 여행 등 장기 출타 시 사전 신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부 기숙사] 쓰레기 규격 봉투 미사용 및 분리 수거하지 않는 행위

[삼의원] 세탁기 및 건조기 이용시간 위반
[삼의원]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창문 등)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 불량한 경우
통금 시간(24:00)을 위반하여 01시 까지 귀가하는 경우
벌점 5점
[외부 기숙사] 과도한 전기료 및 수도세 (합계 8만원 초과분 학생 부담)
타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열쇠 및 출입 카드, 담요 분실 시 해당 비용을 변상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숙사 내 분실물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원의 변상 책임이 없음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위반 시 위와 같이 조치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성명)

월

일
(서명)

Dormitory Compliance Policy

Students with infractions incurring 15 points or more will be expelled from the dormitory with no refund given.

They may

additionally be expelled from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IIE.
Infraction

Penalty

Smoking or drinking inside (cigarette butts or empty alcohol containers found in dormitory rules will also
count.)
Allowing members of the opposite sex access to the dormitory.
Allowing outsiders to sleep overnight or have access the dormitory without permission (including food
deliveries)
Lending or copying the entrance card.

Expulsion

Criminal acts such as assault, gambling, and theft.
The moving, destruction, or defacing of dormitory furniture (reimbursement required.)
Indecent or harmful behavior within the dormitory.
The use and operation of electric blanket, gas heater or any other flammable device.
(For Samiwon residents) Cooking outside the common kitchen by using gas or electric cooking devices.
Creating noise that disturbs others.
Not participating in group events without a valid excuse (including regular and unannounced room
inspection.)
Entering another room after 10pm (penalty shall be applied to guest, host, and all others caught in the act.)
Having dogs, cats, or other animals.
Ignoring or being disrespectful to the dormitory teacher.

10 demerit
points

Vandalizing the public notice board.
Not entering the dormitory by 1am.

10 points will be deducted for every night. Students must announce if

they are planning trips or other long stays outside the dormitory and receive permission.
(Outside the dormitory) Not using the correct garbage bag to dispose of waste. Failure to recycle.
(For Samiwon residents) Using the washing machine or the dryer outside the permissible time.
(For Samiwon residents) Entering the dormitory outside the regular entrance (ex. window, etc.)
Not cleaning up one’s room.
Not returning by the midnight curfew and coming in by 1am.

5 demerit

(Outside the dormitory) Excessive use of water or electricity (where the total bill comes to 80,000 won or

points

more.)
Unauthorized use of another’s goods or possessions.


In the event of a lost card, key, blanket, the student shall provide reimbursement.

*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shall

not be held liable in the event of lost, stolen, or missing items in the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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