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IP 규칙-

1. 연구실 사용 수칙
-. 필요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에는 NLIP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도록 하며, 기타 공지사항이 있을 시에도 NLIP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 연구실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음악 청취시 이어폰 착용, 이야기는 조용히 등)
-. 연구실 내에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여가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는다. 단, 공부 및 프로젝트에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 다른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면 제재한다.
-. 자기 자리와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청결히 유지한다.
-. 연구실 내의 물건은 자기 것이 아니다. 쓰고난 뒤, 항상 제자리에 두도록 한다.
-. 공용 컴퓨터를 자신의 여가 시간 할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학기 중
-. 매 학기가 시작되면 수강신청변경 다음 주 안에 수정된 시간표를 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매주 1회, 회의가 있으며 무단 불참시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시 제재 조치한다.
-. 회의 시간 전, NLIP홈페이지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 학기당, 한 학기 동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며, 회의 시간에 이를 중간 점검하도록 한다. (신입생은 2학기부터 참여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수행 후, 결과물은 NLIP 홈페이지의 "멤버 전용 자료실"에 등록하여, 선후배 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매주 1회, 청소를 하며 불참시 적어도 하루 전에 알리도록 한다. 

3. 방학 중
-. 매주 1회, 회의가 있으며 무단 불참시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시 제재 조치한다.
-. 회의 시간 전, NLIP홈페이지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이 2주이상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해당 경우, 제재 조치한다. (특별한 사유가 생길 시에는 필히 교수님과 상의하도록 한다.)
-. 매2주 1회, 청소를 하며,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주에는 대청소를 하도록 한다.

4. 연구실 인원
-. 연구실 학생 중 성적 미달자 (평점 3.5 미만)은 1회의 경고 후, 2회 째는 제재 조치한다.
-. 연구실 학생의 좌석의 갯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좌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 좌석에 대한 우선권은 팀장, 부팀장(팀장 예정자), 성적 우수자, 프로젝트 수행 중인 자 순이며, 특별한 사유가 생길 시 우선권은 무시된다. 
-. 우선권을 갖는 학생의 경우, 성적 미달 경고와 경고 누적수에 따라 우선권을 박탈당한다. 단, 성적 미달 경고는 누적수와 관계없이 우선권이 박탈된다.
-. 좌석은 매 학기 초 2주 안에 결정하도록 한다.
-. 좌석을 배정받은 학생도 좌석을 박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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