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U 세명대학교

생활관 (세명학사)
(세명학사) 사용시 유의사항
Ⅰ

생활관비 납부안내

★ 납부방법이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비는 개인별 신청건에 따라 각각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 생활관비 안내 (1박1실 기준)
구 분

인 실

이용금액

비 고

2인실(A, B)

2인실

10,000원/박

◦ 방 구조에 따라 A, B로 구분

2인실(개방형, 분리형)

4인실

20,000원/박

◦ 중간 칸막이 有, 無 에 따라 개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

3인실(거실타입)

6인실

30,000원/박

◦ 중간 거실타입으로 3인/3인 으로 구분

1. [생활관비 납부 가상계좌 확인] 생활관 신청 프로그램 로그인 후 확인 가능
① 가상계좌 확인기간 : 2019. 7. 15(월) 09:00 ~ 7. 17(수) 16:00까지
② 가상계좌 확인방법은 첨부한 프로그램 매뉴얼 참고
2. [생활관비 납부방법]
① 신청 프로그램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개인별 신청건에 따라 부여되는 가상계좌임
② 따라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안내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생활관비 이체(송금)
※ 이체(송금) 금액과 납부해야 할 생활관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체(송금) 불가능
③ 가상계좌 이용시간 : 2019. 7. 15(월) ~ 7. 17(수) 중 매일 09:00 ~ 16:00까지
※ 납부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이체(송금)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6:00까지 이체(송금)을 완료하여야 함
※ 납부마감일 [2019. 7. 17(수)] 납부마감 시간(16:00)까지 미납시 신청한 호실은 취소됨을 유의
④ 생활관(세명학사) 입실시 현금납부 불가
3. [생활관비 납부확인 방법]
① 납부 후 신한은행에서 납부완료 알림문자 발송 예정(신청시 입력한 신청자의 대표 연락처로 발송)
② 납부 다음날 신청 프로그램 로그인 후 납부 확인 가능

Ⅱ

생활관비 환불안내

1. 생활관비 환불은 생활관비를 납부한 후 신청한 일정을 취소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생활관비를 납부하기 전 취소를 원할 때에는 본교 입학관리처 [☎ (043) 649-1170~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환불신청기간 : 2019. 7. 22(월) 10:00 ~ 7. 30(화) 16:00까지
환불 신청기간

환불 처리 일자 (환불금액 입금)

2019. 7. 22(월) 10:00 ~ 7. 23(화) 16:00까지

2019. 7. 26(금)

2019. 7. 23(화) 16:00 ~ 7. 30(화) 16:00까지

2019. 8. 2(금)

★ 생활관비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환불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프로그램 매뉴얼 또는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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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세명학사)
(세명학사) 사용시 유의사항
Ⅲ

SMU 세명대학교

입 실 안 내

1. 입실시간
① 입실시간은 사용신청 당일 14:00 ~ 21:00까지입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1:00시 이후 입실하실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생활관(세명학사) : ☎ 043-649-7216~7]

2. 입실등록
① 생활관(세명학사)에 도착하시면 안내 데스크(생활관 1F 로비)에서 명단 및 호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입실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입실시 생활관 이용 서약서(시설물 훼손, 화재 등)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는 생활관(세명학사) 1층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 생활관(세명학사)에 입실하실 때 현장 납부(현금)는 불가능합니다.

3. 생활관 키 사용 및 비밀번호 설정 방법
① 각 방 모두 전자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초기 세팅값은「0000＊(별표)」입니다.
② 입실시 도어록에 부착되어 있는 비밀번호 변경방법을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퇴실시에는 다음
사용자분을 위하여 처음 셋팅값「0000＊(별표)」으로 초기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변경방법
1. 방 안쪽의 전자도어록 상단(건전지)을 개폐 후 좌측 버튼(리셋)을 누릅니다.
2. 바깥쪽 도어록 버튼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사용하실 비밀번호 네자리 + ＊(별표)를 누릅니다.

Ⅳ

퇴 실 안 내

1. 퇴실시간
∙ 퇴실시간은 퇴실 당일 11:00까지 입니다. 다음 이용자분들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생활관 청소
① 이용하신 장소는 세명대학교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 생활관입니다. 생활관 이용기간 중 각 방 청소는
이용자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② 퇴실시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도구는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세명대학교는 교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방에 휴지통(小)이 비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옆 분리수거함 휴지통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분리수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퇴실절차
∙ 별도의 퇴실절차는 없으며, 퇴실시 1층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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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세명학사)
(세명학사) 사용시 유의사항
Ⅴ

기타 유의사항

1. 생활관 내 모든 구역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교내 및 생활관 내․외에서 취사 및 전열기구 반입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애완용 동물의 입실은 불가합니다. 다른 이용자분들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층 세탁실의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은 가능하며(세제 : 개인준비), 이용금액은 500원입니다.
5. 이용하시는 장소는 학생들 생활관으로 생활에 필요한 용품 및 집기비품(이불 및 베개, 세면도구, 컴퓨터, TV,
냉장고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여 또한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각 방 내 비치되어 있는 가구 및 집기비품들(침대, 책상 등)의 이동은 절대 금하며, 파손 시 이용자 개인
변상이 원칙입니다. 특히 침대의 경우 이동시 장판 훼손률이 높으므로 절대 이동을 금합니다.

Ⅵ

식당 및 편의시설

1. 본교 운영 식당
① 일자별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영시간 외에는 본교 동문쪽 편의점 및 식당 이용 가능 [세명학사에서 5분거리]
구

분

학생회관 식당

이용 가능시간

위 치

09:00 ~ 15:00
※ 토/일요일 운영하지 않음

학생회관 1층
☎ (043)653-2213

2. 본교 편의시설 안내
구 분

CU편의점

신한은행

위 치
민송도서관 지하
☎ (043)646-8580
학생회관 1F
☎ (043)645-8580
학생회관 1F
☎ (043)648-0727

구 분

위 치

구 분

위 치

우편취급국

학생회관 1F
☎ (043)649-1796

미용실

학생회관 1F
☎ (043)649-1396

서점/문구점

민송도서관 지하
☎ (043)648-2645

안경원

학생회관 1F
☎ (043)649-1754

※ 각 건물 위치는 대학건물 안내도(1층 로비에 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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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 세명대학교

생활관 (세명학사)
(세명학사) 사용시 유의사항
☑참 고

【제천 인근지역 관광사이트 안내】
소요시간

지역명

인터넷 주소

담당부처

대표전화

(충북) 제천시

tour.jecheon.go.kr

문화관광과

(043) 641-6731~3

-

tour.dy21.net

단양군
문화관광사이트

(043) 420-3114

30분

event.dy21.net
(충북) 충주시

www.chungju.go.kr

문화관광

(043) -120
(시민행복콜센터)

40분

(강원) 영월군

www.ywtour.go.kr

관광안내전화

1577-0545

30분

(경북) 영주시

tour.yeongju.go.kr

관광산업과

(054) 639-6601

50분

(충북) 단양군

(본교 기준)

※ 주변 인근지역 [제천(청풍)․단양․영월] 관광안내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이용 관련 문의사항
구 분

연 락 처

생활관 이용 및 취소 신청 관련

입학관리처

☎ (043) 649-1170~5

가상계좌 확인, 납부, 환불 관련

생활관팀

☎ (043) 649-7201~2

입실 관련

세명학사

☎ (043) 649-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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