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성미료) 상‧벌점표

구분 벌점 내역 벌점

벌점

점호 
관련

무단 외박 5점

자정 이후 입실 20점
3회이상 강제퇴사

점호 후, 이탈 (자정~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기숙사에 출입하는 경우) 20점
(+보호자 통보)

점호 시간 이후에 배달 음식을 수령하는 경우 20점

점호 태도 불량
(방을 이탈하는 경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경우, 문을 열어놓지 않은 경우, 

환자가 아님에도 누워있는 경우, 점호자의 공지사항을 듣지 않는 경우)
1점

주말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점
외박신청서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단외박으로 처리함) 5점

외박일수 月6회를 초과한 경우
(학과MT 및 답사 등의 공식적인 활동, 미대 특성상 야간작업 등은 운영실에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함)
회당 5점

식당 
관련

기숙사 식당 음식을 포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5점

지문 기기에 지문을 찍지 않거나 식권을 내지 않고 무단 취식하는 경우 5점
(+현장식권 금액으로 배상)

생활 
관련

개인 쓰레기를 복도 또는 신발장 위에 방치하는 경우 3점
방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인 또는 방 전체) 3점
과음으로 인해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고성방가 또는 로비에서 취침하는 경우) 10점

절도, 폭행 등으로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 퇴사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경우 강제 퇴사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10점
경비실의 비상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1점

개인 쓰레기를 화장실, 샤워실, 정수기 옆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5점
전열기구(다리미,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를 사용하는 경우 강제 퇴사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려오는 경우 강제 퇴사
점호 시간 이후에 로비 또는 복도에서 통화, 대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점

점호 시간 이후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10점
유통기한이 과도하게 지난 음식 또는 상한 음식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3점

냉장고 청소 시, 공지한 시간까지 본인의 음식을 치우지 않는 경우 3점

상점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 10점
소방 훈련(강의 및 대피 훈련)에 참여한 경우 5점

식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5점
냉장고 청소에 참여한 경우 5점

2019.03.04. 기준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재사자 책임입니다.
※ 벌점 25점 이상의 경우, 상담 후 퇴사 처리 됩니다.(재입사 불가능)
※ 점호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외부기숙사) 상‧벌점표

구분 벌점 내역 벌점

벌점

점호 
관련

무단 외박 5점
점호 지각 (오후 11시30분~자정 사이에 기숙사에 출입하는 경우) 회당 3점

점호 후, 이탈 (자정~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기숙사에 출입하는 경우) 20점
(+보호자 통보)

점호 시간 이후(오후11시 30분 이후)에 배달 음식을 수령하는 경우 20점
점호 태도 불량

(방을 이탈하는 경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경우, 문을 열어놓지 않은 
경우, 환자가 아님에도 누워있는 경우, 점호자의 공지사항을 듣지 않는 

경우)

1점

주말(금~일)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점
외박신청서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단외박으로 처리함) 5점

외박일수 月6회를 초과한 경우
(학과MT 및 답사 등의 공식적인 활동, 미대 특성상 야간작업 등은 

운영실에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함)
회당 5점

식당 
관련

기숙사 식당 음식을 포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5점

지문 기기에 지문을 찍지 않거나 식권을 내지 않고 무단 취식하는 경우 5점
(+현장식권 금액으로 배상)

생활 
관련

개인 쓰레기를 복도에 방치하는 경우 3점
방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인 또는 방 전체) 3점
과음으로 인해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고성방가 또는 로비, 복도에서 취침하는 경우) 10점

절도, 폭행 등으로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 퇴사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경우 강제 퇴사

경비실의 비상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1점
전열기구(전기장판, 온수매트 등)를 사용하는 경우 강제 퇴사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려오는 경우 강제 퇴사
점호 시간 이후에 통화, 대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점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5점(건물 전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5점(건물 전체)

라운딩 벌점
청결상태:각 항목별 

1점씩(공동)
쓰레기장:5점(공동)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후 운영실에 알리지 않을 경우 10점

상점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 10점
소방 훈련(강의 및 대피 훈련)에 참여한 경우 5점

식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5점
전자레인지 청소에 참여한 경우(장수, 엠시티, 몽림 가능) 5점

2019.03.11. 기준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재사자 책임입니다.
※ 벌점 25점 이상의 경우, 상담 후 퇴사 처리 됩니다.(재입사 불가능)
※ 점호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