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카드에대한 중요한 질문들

어떤 사람들이 ID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모든 직원,학생, 그리고 교수 요원들은 Saint Martin’s ID 카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ID 카드를 대학안해서는 항상 들고 다녀야합니다.

왜 ID 카드가 필요하나요?


당신은 ID 카드를 언제든지 SMU 행정관 또는 공중 안전 직원에게 당신의 ID 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됩니다. 거부를 할경우, 당신은 대학구내에서 떠나달라고 요청
받을수있고 행동 위반을 받을수있습니다. 당신의 ID 카드는 열쇠와 비슷한무로서
도서관, 레크리이에이션 회관와 같은 교정건물을 출입을 허락합니다. 또한 ID
카드는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할때도 필요합니다.

ID 카드를 만들기위해 어디로 가야합니까?


ID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중안전 사무실로 (Office of Public Safety) 가십시오.
공중 사무실은 OLD MAIN 번호 251 위치에있습니다. 이사무실은 (24 시간,
월~일요일까지)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와들리수있습니다.

ID 카드를 받기위에서 무었을 가져올 필요가 있나요?


ID 카드를 받기위에서는 사진이있는 유효한 신분증 (예를 들면운전
면허증)과 Student Financial Services Center 에있는 Office of Student Accounts
에서 승인된 서류를가져 와야합니다. 이 2 가지 물건없시는 ID 카드를
받을수없습니다.

만약에 ID 카드를 잃거나, 누가훔처가거나, 아니면 파손돼면 어떻하지요?


당신의 ID 카드를 잃거나, 누가 훔친경우는 바로 공중안전 사무실로(Office of
Public Safety) 알려야합니다. 카드를 잃거나 누가훔처간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ID 카드를 잃거나 파손돼면 당신이 요금을 내야합니다, 이요금은 $25 불 입니다.
새로운 카드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Student Financial Services Center 에있는
Student Accounts Office 에가서 요금을 내던가 명사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그런다음, 프린트를 한 내역서를 공중안전 사무실로(Office of Public Safety )
가저와야합니다. 이 내역서는 당신이 요금을 지불했던가 아니면 명사에 입력을
했다는 증명입니다.

ID 카드가 갑자기안될경우, 교체할때도 카드요금을 내야합니까?


ID 카드가 갑자기 안될경우, 공중안전사무실로(Office of Public Safety )
가져오십시오. 가능하면, 카드를 고처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 원인없이 카드가
작동 돼지않으면 새로운 카드를 당신에게 무료로 발행하겠습니다.

ID 카드를 매년마다 바꿔야 하나요?


당신에 ID 카드는 Saint Martin’s University 에서 등록하는 이상 또는 직장을
가진이상, 카드는 계속 사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신학기마다 유효증을
받어야합니다. 이것을 받기위해서는, ID 카드를 공중안전 사무실로(Office of Public
Safety ) 가져오시면, 새로운 유효 스티커를 부처드리겠습니다.

저의 ID 카드에 버스통행 스티커를 받을수있습니까?


버스통행 스티커는 모든대학생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이 버스 스티커는 당신의 유호
스티커로서도 사용됩니다. 버스 통행 스티커는 대학원생들에게는 $20 불입니다.
대학원생들은 스티커를 받기전에 면저 Office of Student Account 에가서 요금을
내야합니다. *이시점에서는 직원과 교수요원들에게는 스티커를 들일수없습니다.*
여름동한에는, 버스스티커를 받고십은 모든학생들에게는 $20 불을 Office of
Student Account 에서 요금을내야합니다.

여름학기만 여기서 있는 경우, ID 카드를 받아야합니까?


모든학생, 직원,그리고 교수요원들은 Saint Martin’s ID 카드를 받아야하고 항상
대학 구내에서는 들고있어야합니다. 여름동안만 있더라도, SMU 행정관 또는
공중안전직원에게서 물어보면 당신의 ID 카드를 보여야 하기떄문에 아무리짧은
기간이라도 ID 카드를 받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