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4차 생활점검 안내
▣ 일시 : 2018년 12월 07일 (금), 18:30 ~ 21:00
※ 점검 진행 경과에 따라 종료시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점검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생활점검을 진행하는 동안 재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점검 불참호실도 생활점검을 진행합니다.(점검 내용은 아래 참고)

♣ 불참사유서 신청 ♣
Udrims/mUdrims → 부속기관→고양학사→생활점검불참사유등록
※ 해당 생활점검일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
※ 불참사유서 미제출 생활점검 불참자 벌점 5점 부여 됩니다.

4th room`s inspection

on living

▣ Date & Time : 18:30~21:00, Friday, December 7th, 2018
※ Depending on check progress, end time will be changed.
※ We can`t specify time of each room`s inspection. So you have to stay in your room during the inspection.
※ In case of absence owing to an unavoidable engagement, you should apply for absence at uDRIMS.
※ Although you can`t attend the inspection, room`s inspection will be performed.

♣ 불참사유서 신청 ♣
Udrims/mUdrims → 부속기관→고양학사→생활점검불참사유등록
※ You can apply until 12.07 6:00 P.M.
※ If you`re not in your room during the inspection without any notice, you`ll get 5 demerit.

▣ 점검내용(보다

자세한 점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양학사 생활점검 내용 안내’ 참고)

1. 각 호실 내 청결상태(쓰레기, 하수구 머리카락, 변기 및 세면대 등)
Room condition (cleaning, toilet, etc.)
2. 각 호실 내 반입 금지 물품(전기용품, 전열용품, 주류, 악기류 등)
※ 입사안내문 안내 시 안내한 입사허용용품 이외의 것은 모두 반입 금지
※ 금지 물품 소지 발각 시 즉시 수거 및 폐기
Prohibited items (alcohol, electric heating items, musical instrument, etc.)
3. 각 호실 룸메이트의 무단 변경 여부
Unauthorized change of each room roommate
4. 각 호실별 비품 이상 확인(비품 무단 이동 금지!)
Check about fixtures (Don`t move any fixtures)
5. 전기 사용 이상 여부 확인(올바른 전기코드 사용 및 출입카드 사용 이상 여부 등)
Check abnormal electric use (Proper use of electrical code abnormal use of access card, ect.)

▣ 주의사항
4차 생활점검이 2018학년도 2학기의 마지막 생활점검입니다.
수시로 상·벌점 확인해 차후 학기 고양학사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학사 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