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
제정 1985.
개정 1992.
개정 2001.
개정 2018.

3. 05.
8. 13.
9. 01.
9. 12.

개정 1988. 10. 24.
개정 1995. 11. 27.
개정 2013. 5.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71조에 의거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 대학(원)생의 학생증은 총장이 발급한다.(개정 1995. 11. 27, 2013. 05. 07)
제3조(학적 확인) 학생증은 학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학생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분실사유를
기재(훼손 하였을 때에는 훼손학생증을 첨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학생지원과에
제출한다. (개정1995. 11. 27, 2013. 05. 07)
제5조(학생증의 서식) 학생증의 서식은 학생증 카드 내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한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개정 1995. 11. 27)
제6조 (삭제 2013. 05. 07)
제7조(대장비치) 학생증의 발급을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한다.
1. 학생증 발급 대장
2. 학생증 재발급 대장
제8조(무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9.12.>
1. 직인 및 소지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때
2. 학생증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 하였을 때
3. 삭제(1995. 11. 27)
제9조(학생증의 휴대)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 졸업․퇴학, 그 밖의 사유로 이 대학교의 학적을 이탈하는 학생은 학생처 학생지원과에
학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03. 05)

부 칙 (1988. 10. 24)
이 규정은 198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0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학생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9. 01.)

부 칙 (2013. 05. 07.)
부칙<제909호, 2018.9.12.>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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