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회관 이용규칙 
 

 

본 학생회관 이용규칙(이용안내)은 입실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학업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서로 편한 마음으로 충실한 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많은 

기숙사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형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용시간 설정등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활을 규칙 바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규칙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금지사항은 서로의 공동생활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학생회관에서 보내셨던 규칙 바른 학생생활 및 이웃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학생회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바르고 책임성 있는 충실한 학생생활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및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AM6:30－11:00 
・  개문시간 전에 나갈 때나 폐문시간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하세요. 

식사 
아침 AM7:00－AM8: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00－PM8:30 

목욕시간 월 - 토 PM5:30－AM11:00 

・ 이용시간외에는 샤워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일요일, 회관 휴일은, 욕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2、시설・설비등의 이용에 대해서 

1、목적 

Ⅰ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혹은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AM6:30－PM11:00 
・  개문시간 전에 나갈 때나 폐문시간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하세요. 

식사 
아침 AM7:00－AM8: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00－PM10:00 

목욕시간 월 - 토 PM5:30－PM11:00 

・ 이용시간외에는 샤워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일요일, 회관 휴일은, 욕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혹은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AM6:30－0:00 
・  개문시간 전에 나갈 때나 폐문시간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하세요. 

식사 
아침 AM7:00－AM8: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00－PM10:00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Ⅱ 

Ⅲ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혹은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AM6:30－0:00 
・  개문시간 전에 나갈 때나 폐문시간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하세요. 

식사 

아침 
AM6:30－AM8:30

（토 AM6:30－AM10: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30－PM11:30 

（토 PM6:30－PM10:00） 

목욕시간 월 - 토 PM6:30－AM0:00 

・ 이용시간외에는 샤워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일요일, 회관 휴일은, 욕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ドーミー大泉学園・ドーミー綾瀬 CH]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혹은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24 시간 
・  24 시간 개방하고 있으나 심야 12 시가 넘어 

귀가하실 경우 관리인에게 연락해 주세요. 

식사 
아침 AM6:30－AM8: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30－PM9:00 

목욕시간 월 - 토 PM6:00－PM11:00 

・ 이용시간외에는 샤워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일요일, 회관 휴일은, 욕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Ⅳ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주의) 학생회관 정기휴일에 대해서 

           (식당/관리업무의 휴일) …일요일, 경축일, 하계 5 일, 연말연시 5 일간, 연도말 7 일간 

           (각종신청신고 및 연락등은 전날 21:00 까지 부탁드립니다.) 

           통신시설 이용방법  

●각방에는 IP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용회선에 따른 접속이 가능합니다.  

            ※IP 전화 이용방법및 인터넷 접속방법의 안내는 입관시 배부합니다. 



＜ＷＩＤ寮＞ 

WID 花小金井 2・WID所沢・WID 葛西アネックス・WID 小平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혹은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통금없음 

입출입때는 반드시 

열쇠를 터치하여 주세요. 

・  외박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식사 

아침 
AM6:30－AM8:30

（토 AM6:30－AM10: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30－PM11:30 

（토 PM6:30－PM10:00） 

목욕시간 월 - 토 PM5:30－AM0:00 

・ 이용시간외에는 샤워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일요일, 회관 휴일은, 욕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WID田無 2・WID西所沢・WID下井草 

관리실 접수 AM7:00－PM9:00 
・ 긴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혹은 연락등은 

정해진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 / 폐문 

통금없음 

입출입때는 반드시 

열쇠를 터치하여 주세요. 

・   외박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식사 
아침 AM7:00－AM8:30 

・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드십시오. 

※ 일요일, 회관휴일은 제공되지 앖음 

저녁 PM6:00－PM8:30 

목욕시간 월 - 토 PM5:30－AM11:00 

・ 이용시간외에는 샤워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 일요일, 회관 휴일은, 욕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샤워 

이용시간 

 

*24 시간 이용가능 

 

・ 청소, 보수점검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기숙소도 있습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세탁실 

 

AM8:30－PM10:00 

 

・ 세탁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 건조기는 유료입니다. 

・ 일부 미설치 기숙사도 있습니다. 

 

＊(주의) 학생회관 정기휴일에 대해서 

           (식당/관리업무의 휴일) …일요일, 경축일, 하계 5 일, 연말연시 5 일간, 연도말 7 일간 

           (각종신청신고 및 연락등은 전날 21:00 까지 부탁드립니다.) 

           통신시설 이용방법  

●각방에는 IP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용회선에 따른 접속이 가능합니다.  

            ※IP 전화 이용방법및 인터넷 접속방법의 안내는 입관시 배부합니다. 



 

 

 

외출・재실        ・외출및 귀가시에는 「IC 키 리더기」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방의  잠금    ・식사, 목욕등의 짧은 시간의 경우라도, 방을 비우실때는 방범상을 위해 방을 잠궈 

주십시오. 

  ・현금과 귀중품및 열쇠등은 각자의 본인의 책임으로써 잘 관리및 보관해 주십시오. 

          ※입구, 및 방의 열쇠를 분실하신 경우는 청구가 되오니 주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처리     ・쓰레기는 꼭 분별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십시오. 

          ※분별방법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대형 쓰레기의 경우는 관리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범방화훈련등    ・방범방화훈련등을 실시하게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보전・점검     ・방화, 위생,, 시설의 보전및 관리상 필요할 경우는 관리인및 관계자가 여러분들의  

방안으로 들어가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  연락     ・임시연락 사항등은 「게시판」으로 안내해 드리오나,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긴급  사태        ・만일, 화재와 도난사고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본인 외, 다른 기숙사 친구가 병이 걸렸을시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외박       ・외박을 하실경우는, 당일 오전중까지 「IC 키 리더기」의 외박의 부분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방문객       ・방문객등이 오셨을 경우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방문객의 숙박은 원칙적으로 동성의 보호자및 형제자매만 가능하며, 2 박 3 일을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 얻은후 [아르바이트 신고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폐문시간까지는 꼭 귀가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금지된 아르바이트는 하실수 없습니다. 

택배물       ・관리인이 대리로 보관을 합니다. 우편물및 택배 메세지를 확인하였으면 꼭 관리인 

                    에게서 받아가 주십시오.                  

※업무휴일및 관리업무외 시간대에는 대응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로 날것이나 냉동류는 피해주시고, 관리인이 대리로 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관내 집회    ・기숙사내에서 모임이나 포스터등을 게시하고 싶으신 경우는 관리인에게 신청을 하 

                  여, 허가를 받아주십시오. 

차량 소지      ・차량을 기숙사 시설에 보관등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기숙사의 장소에 따라 보관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관리인에게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3、일상생활의 규칙 



 

 

 

 

기숙사생및     ・테레비, 라디오등의 소리및 이동음이나 전화등의 말소리등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이웃주민들      옆방의 기숙사생및 이웃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유의해 주십시오. 

에게  폐를         ・복도, 현관등에 신발이나 소지물을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끼치는 행위        ・위생상의 이유로 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실수 없습니다. 

          

전기가전제품 소지    ・방재상 전기용량의 문제로부터, 등유나 가스 스토브및 전기장판등 열을 발생시키 

                       는 전기제품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위의 전기제품외에 사용하려는 제품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냉난방 설비가 되어있으며, 전자렌지나 토스터기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리미, 청소기등도 빌려드리고 있으니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흡연    ・기숙사내의 방이나 공용시설등 전 기숙사내에는 음주및 흡연은 금지입니다. 

 

방의 조작       ・기숙사내에 자신이 직접 물품을 설치하거나, 현 상태에서 변경을 하지말아 주십 

                    십시오. 

         ・벽에 못등을 박지 말아주십시오. 

         ※퇴실시 수리비가 청구될수도 있습니다.（방에 악취가 베었을 경우등） 

                   

이 외 금지 사항   ・현금등이 오가는 도박등도 일절 금지입니다. 

   ・「 3、일상생활의 규칙」의 방문객에 대한 내용대로, 사전 연락을 하신 동성의 

보호자및 형제자매외 손님의 숙박은 금지입니다. 

         ・이성의 방문객및 친구들도 기숙사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폭력, 도난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절대엄금 입니다. 

 

 

 

 

 

 

 

 

 

4、금지 사항 



 

 

 

만일, 아래의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보호자및 와세다대학과 저희회사간의 협의후 퇴실처분이 

되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4 금지사항」의 내용처럼 악질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2 이용시간」「3 일생생활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기숙사내외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를 했을경우. 

 

(퇴실 신청) 

・계약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학, 취업등으로 기숙사를 퇴실해야할 경우는, 계약서의 제 5 조「해약에 관한 특약」의 내용을 이해 

하신후, 기재된 기일까지「퇴실 신청서」보호자의「동의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퇴실시에는, 룸 클리닝비를 청구하여 받고있습니다. 

  ※방, 비품에 관한 점검등을 한후, 만일 분실이나 파손등이 있을경우 청구를 하게 됩니다. 

  ※도중퇴실에 있어서, 입관비, 연간관리비등은 반환이 안됩니다. 또,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대로 위약금 

이 청구됩니다. (보증금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5、퇴실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