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회 자연과학 공개강연 숙박 단체 안내문
공개강연 참가를 위한 안내입니다.
1.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상황 발생 시(아픈 학생이 발생한 경우 등), 숙박 단체 담당자 전지인(연락처 별도 안내)에게 연락하여 주
시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2. 행사 참여 준비
개인 짐 배낭에 준비(캐리어 X)
(유의) 1월 31일(금) 아침 일찍 체크아웃 후, 행사 종료 시까지 개인 짐을 가지고 다녀야 하므로 배낭형태로 준비
※ 행사장 내 별도 소지품 보관 장소 없음

3. 1월 30일(목)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06동 이용 관련 안내
체크인
- 시간 : 1월 30일(목) 14:00 ~ 17:00 ※ 시간에 유의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06동 1층 로비
1) 906동 1층 로비에 도착
2) 행사스태프에게 체크인 및 서류 제출
3) 1인당 기념품(1set) 수령, 이불(1채)은 각 방 문앞에 비치
[인솔교사 역할]
- 참가자 11명 출석 확인
- 전일정 식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식권 배부(※분실 유의)
(식권 : 석식이용권 11개, 조식이용권 11개, 중식이용권 11개)
- 1월 30일(목) 체크인시, 방별 입실자 명단(1부)+입주서약서(11부)+안내문(11부)+카드키(11개) 수령
- 1월 30일(목) 저녁식사 갈 때, 인솔교사가 아래 서류 수거 후 제출
☞ 입주서약서(11부)+연수생 전용동 호실 시설 점검표(11부, 안내문 마지막장) 제출
[학생 역학]
- 1월 30일(목) 체크인시, 인솔교사에게 학생 1명당 입주서약석(1부)+안내문(1부)+카드키(1부)를 수령
- 1월 30일(목) 저녁식사 갈 때, 인솔교사에게 아래 서류 제출
☞ 입주서약서(1부)+연수생 전용동 호실 시설 점검표(1부, 안내문 마지막장) 제출
[시설 점검표] 작성 방법
■ 오염·파손 내역 및 주요 비품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함.
■ 퇴실 시 해당 점검표에 누락된 파손이 발생할 시 개인 부담으로 즉시 변상함.
▶ 객실 내 매트리스 상태(오염 여부), 매트리스 방수시트(매트리스 커버), 의자 파손·오염, 샤워기수전
파손 여부 등 꼼꼼하게 확인 후 기재
▶ 객실 내 비품 파손 및 분실 시, ‘시설 점검표’에 기재된 비품별 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함
- 숙소에서 외출 시 카드키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분실시 규정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변상(1만원)
4) 시설안내
-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등), 수건 등 개인용품 개별 준비
- 방별 가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시 변상해야 함
- 난방기 작동법 : 난방 온도는 최대 60도까지 조절이 가능,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일정 시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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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객실 내부 모습

객실 내 사진(시설 점검표 작성 시 좌측=A좌석, 우측=B좌석 으로 기재)

이불 패키지 반납 시 외관

[이불 패키지 구성품] 베개 1개, 깔개용 시트 1개, 덮는 이불 1개
※ 1월 31일(금) 아침 체크아웃시, 동일한 구성으로 반납해야 함
※ 기존, 침대위에 깔려있던 패드는 이불 패키지에 넣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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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 30일(목)~31일(금) 식당 이용 관련
1) 식당 이용 방식
- 인솔교사가 학생들에게 1월 30일(목) 석식~31일(금) 조식, 중식에 사용할 식권 배부
1월 30일(목) 석식(17:00~19:00) : 919동 1층 식당 이용
1월 31일(금) 조식(08:00~09:00) : 학생회관(63동) 1층 이용
1월 31일(금) 중식(12:00~13:00) : 3식당 3층(숙박 01~10번) / 자하연식당 1층(숙박 11~20번) 이용
※ 식사 시간이 짧은 반면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아 식당, 매점 등의 혼잡 예상
※ 오전 등록 및 입장이 08:30분~09:30분이며, 오후 입장은 13:00 이므로 학생들이 빠르게 식사하고 문화관
대강당으로 올 수 있도록 지도 필요
※ 강연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강연이 시작 후 입장을 금지함(09:30 이후 / 13:00 이후)

5. 1월 31일(금) 행사 당일 유의 사항
체크아웃
- 시간 : 1월 31일(금) 07:30~08:00 ※ 시간에 유의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06동 1층 로비 (체크인 장소와 동일)
1) 906동 1층 로비에 도착
2) 카드키, 이불 패키지 개별 반납
※ 이불 패키지 반납 시 주요사항 : 체크인 시 수령한 이불 패키지 구성품과 동일하게 포장하여 반납(은색
커버안에 베개, 시트, 이불)
단, 입실 시 객실 내 매트리스에 세팅된 기숙사 자체 방수시트(매트리스 커버)는 본 이불 패키지에는 불
포함하여야 함. 객실 내 자체 방수시트를 이불 패키지에 포함하여 반납할 경우 객실 내 비품 분실로 간주
되어 방수시트 비용을 개별 변상하여야 하므로 유의!!
3) 서류제출
[인솔교사 역할]
- 07:30 입주서약서(11부)+연수생 전용동 호실 시설 점검표(11부,안내문 뒤에 부착) 제출
[인솔교사, 학생]
- 행사 스태프를 따라 문화관 인근 학생회관(63동) 식당으로 도보 이동(약 10분 거리)
4) 조식(08:00~09:00) : 학생회관(63동) 지하 이용 (메뉴 : 갈비탕, 식권 사용)
5) 문화관 대강당 입장

8시 30분~9시 30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마감 10분 전 입장

- 안내데스크에서 별도의 출석 확인 없이 문화관 대강당 내부로 빠르게 입장
- 지정된 좌석에 착석
단체 초청의 경우, 11명의 참가자 좌석이 붙어서 배치되어 있음, 빠르게 입장이 이루어지도록 인솔
※ 문화관 대강당 복도에서 1,500명의 접수가 이루어지므로 혼잡이 예상됨, 복도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유의
6) 중식(12:00~13:00) : 3식당 3층(숙박 01~10번) / 자하연식당 1층(숙박 11~20번) 이용
(식권 사용, 메뉴 : 돈까스, 갈비탕 중 선택)
7) 오후 입장 13:00 : 문화관 대강당에 빠르게 입장
8) 퇴실 : 오전/오후 행사시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됨
- 행사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오전, 오후 행사 종료 전 퇴실을 금함
9) 종료 16:00
- 행사 상황에 따라 종료시간이 30분 정도 지연될 수 있어 교통편(고속버스, KTX 등) 예매 시 유의
10) 기타 안내
- 행사 당일 주차권 제공하지 않음

- 3 -

서울대학교 각종 시설 위치 안내
[캠퍼스 맵 안내]
https://www.snu.ac.kr/upload/about/GuideMap_kor.pdf

[식당, 매장 등 편의 시설 안내]
https://www.snu.ac.kr/students/facilities

[숙소] 관악학생생활관 / [강연장] 문화관 73동 대강당 위치 안내

[관악학생생활관 사이트 : http://dorm.snu.ac.kr/dk_board/dk_dormitory/dorm_content.php?ht_id=snu1_7_1]
q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출구) → GS주유소 골목으로 좌회전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
번] 승차 → 학부생활관 하차 → 906동 도보 이동(2분 거리)
* 마을버스[관악-02]는 2~3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 운행 시간 (낙성대역 출발 기준) - 첫차 06:00 / 막차 00:15
q 버스
461, 641, 643, 5413, 5424, 5520, 5524, 5528 이용 낙성대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
서 마을버스 02번 승차 → 학부생활관 하차 → 906동 도보 이동(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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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식당 : 919동 1층] 1월 30일(목) 17:30~19:00
(Tel. 02-881-9072)

[조식 식당 : 학생회관(63동 1층)] 1월 31일(금) 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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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시설 점검표 –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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