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 이용수칙
1. 이용시간
기간

월-금

토-일 (공휴일 포함)

학기 중

오후 4시 - 새벽 1시

오전 9시 - 새벽 1시

방학 중

오전 9시 - 새벽 1시

오전 9시 - 새벽 1시

2. 이동가능시간 제한
집중공부시간

시간표

입실을 제외한 이동을 금지합니다.

09:00-10:20

집중공부시간

10:20-10:30

이동가능시간

10:30-12:00

집중공부시간

12:00-13:00

점심시간

13:00-14:20

집중공부시간

14:20-14:30

이동가능시간

화장실 이용 및 잠깐 외출이 가능하며 정해진 시간

14;30-15:50

집중공부시간

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15:50-16:00

이동가능시간

16:00-18:00

집중공부시간

18:00-19:00

저녁시간

19:00-20:20

집중공부시간

20:20-20:30

이동가능시간

20:30-21:50

집중공부시간

21:50-22:00

이동가능시간

22:00-23:20

집중공부시간

23:20-23:30

이동가능시간

23:30-01:00

집중공부시간

(무조건 벌점 10점)

이동가능시간
정숙(실내/복도/화장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퇴실 기록일지 작성

3. 자리갱신
12월-2월 / 3월-5월 / 6월-8월 / 9월-수능 전날
기간별 온라인 선착순 신청으로 독서실 자리 배정
특별한 퇴실 사유/의사가 없는 경우 계속 연장 이용가능(자리 우선권 배정)

문의

070-7835-0211

백야 이용수칙
4. 좌석별 금액
독립형 1인석 : 월 14만원
창측 1인석 : 월 14만원
일반석 : 월 11만원

5. 규칙 (벌점제)
자리대여 (친구에게 자리대여)
- 자리를 대여받은 학생이 재원생인 경우 : 영구 이용 금지
- 자리를 대여받은 학생이 비재원생인 경우 : 배상 책임

즉각 퇴실
(영구 이용금지)

- 카드로 입실만 찍고 나가는 경우, 친구 카드로 대신 찍고 나가는 경우
- 흡연 및 담배 적발 시
- 벌점 100점 누적 시 (월 단위)

즉각 퇴실

단어 검색, 인강 시청, 음악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 친구들 또는 가족과의 문자, 카카오톡, 게임, 인터넷 서핑 등 금지
-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실 경우 (백야 독서실 데스크로 연락 : 070-7835-0211)

벌점 50점

기물파손, 낙서, 스티커 부착 시 (포스트잇, 테이프는 허용)

벌점 30점
(배상 책임)

- 이동 시간에 나가서 이동 시간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0분 안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 실내/복도/화장실 소음 발생 (쉬는 시간도 예외 없음), 악취 등 타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음료/간단한 간식 섭취는 허용, 소리/냄새나는 과자 등은 금지)
- 학습 시간에 숙면을 취할 시

벌점 30점

- 이동가능시간 종료 후 즉시 입실하지 않는 경우
- 자리 정돈 상태가 불량한 경우
- 출입 카드 안 가져왔을 경우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제외)

벌점 10점

6. 포상제
학습 최저 시간 달성

* 달성 시 연습장 2권 지급

학기 중

방학 중

월 40시간 (주당 10시간)

1-2월, 7-8월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월간 누적 이용시간 (매월 1일-말일, 벌점없는 학생)
- 1등 : 문화상품권 5만 원권
- 2등 : 문화상품권 3만 원권
- 3등 :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문의

070-783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