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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시스템 접속 안내
1. 학사시스템 접속
학사시스템은 Portal(http://portal.kaist.ac.kr)로 로그인하여 바로가기 > "학사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여
접근합니다.

2. Portal계정생성
Portal 계정이 없는 분들은 Portal시스템의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만들수 있으며 계정관련된
문의는 Mail : ssoadm@kaist.ac.kr 로 할수 있습니다.

3. 학사시스템 종료
로그인상태에서 Close 링크를 누르면 팝업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웹 브라우저가 닫힘.
최종 Logout은 포탈에서 로그아웃 링크를 눌러야 함.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ily create iPhon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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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전체개설과목조회
1. 메뉴
공통 > KAIST전체개설과목조회
※ KAIST전체개설과목조회는 학사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접근 및 조회 가능한
메뉴입니다.

2. KAIST 전체개설과목 조회

년도, 학기별 개설과목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 개설년도, 개설학기는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조건입니다.
- 개설학과를 'ALL'로 조회하는 경우 많은양의 데이터를 조회/표기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제한인원, 학점은 시작값 이상 종료값 이하로 검색됩니다.
- 결과 테이블의 컬럼명 아래에 역삼각형 표시가 있는경우 칼럼명을 클릭 시 선택된 칼럼 기준으로
재정렬됩니다.
- 과목명을 클릭하면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팝업화면으로 보여줍니다.(아래 [그림 1] 참고)
- 조회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 화면에 그리는 속도저하 문제로 엑셀파일로 저장할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줍니다. (아래 [엑셀다운로드 주의사항] 참고)
- 학기구분(Module) 값이 '16주(16wk)'는 서울 16주 과목임을 의미하고, 8전(1st), 8후(2nd)는 각각
서울 8주전반, 8주후반과목임을 의미합니다.

엑셀 다운로드
- 화면의 조회 결과를 "엑셀" 버튼을 눌러 엑셀로 다운 가능합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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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다운로드 주의사항]
1. 아래와 같은 차단 팝업이 뜨면 파일 다운로드를 누른 후 엑셀 다운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2. 조회된 건수가 1,000건 이상이면 화면에 표시(rendering)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조회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확인을 눌러야 엑셀로 다운 가능합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ily create CHM Help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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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조회
1. 메뉴
학적 > 학적조회

2. 학적조회

- 학생의 학적 기본정보, 학적변동내역, 연락처정보, 보증인, 가족사항, 학력정보를 조회 및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 연락처의 "수정"을 클릭하면 [연락처등록]화면으로 이동하여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등의 정보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수정한 연락처는 긴급연락 및 수강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성적표발송주소는 아닙니다.)
- 가족사항의 "수정"을 클릭하면 [가족사항 수정 팝업창]에서 가족사항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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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수정 팝업창]

- 추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이름, 나이(숫자 입력)는 필수 사항입니다.
- 삭제: 삭제하고 싶은 내역의 '삭제' 링크를 클릭합니다.
- 저장: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EPub and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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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등록
1. 메뉴
학적 > 연락처등록

2. 연락처등록
팝업 화면
메뉴를 클릭하면 팝업화면이 뜨며 아래 보이는 화면과 같이 "통합아이덴티티/접근관리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개인연락처 정보를 등록/수정하실수 있습니다.

- 수정한 연락처는 긴급연락 및 수강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성적표발송주소는 아닙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ily create CHM Help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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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변경/취소
1. 관련메뉴
수업/수강 > 수강신청/변경/취소

2. 수강신청

수강신청 관련 정보
- 신청: 신청 링크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신청불가라고 써 있는 과목은 강의계획서가 등록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함.
- 일반교과목 :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됨.
- 연구과목(석,박사인경우) : 신청 클릭 -> 신청과목 학점입력 팝업 -> 학점입력

하면 신청이 완료됨.

- 재수강 : 이전 성적 정보가 나타난 화면에서 재수강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됨.
- 과목명을 클릭(링크가 존재하는 과목)하면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신청한 과목에서 삭제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수강신청내역이 삭제됨.
- Week: 경영대학의 16주 과목은 1-16, 8주 전반 과목은 1-8, 8주 후반 과목은 9-16으로 표기되며,
대전캠퍼스 과목의 경우 빈값으로 나타납니다.
- 수강희망과목에 대한 위시 리스트 추가 기능 : 개설 교과목 조회 시 저장된 수강희망과목을

9 / 84

전체개설과목리스트 상단에 먼저 보여줌(노란색 영역으로 표시)
* Wish 버튼 : 클릭시 수강 희망과목을 위시리스트에 저장함
* Delete 버튼 : 클릭시 위시리스트에서 제거됨.

수강신청 추첨 및 수강신청기간 시스템 운영
- 정규학기, 계절학기 첫번째 수강신청기간에만 적용 (1년 4회)
- 수강인원에 제한이 있는 과목에 대해 첫째 날 제한 없이 수강신청을 받은 후, 정원 초과 과목에
대해 둘째 날 랜덤 추첨을 수행
- 수강신청 시스템 오픈 시간
* 첫째 날: (12:30~23:59)
* 둘째 날: 수강신청불가(정원초과 교과목에 대한 추첨)
* 셋째 날: (12:30 재오픈)
* 마지막 날: (23:59 신청 끝)
-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의 신청 레코드는 삭제됨.
- 추첨에서 합격한 과목은 수강신청 기간동안 삭제 불가하며 변경기간에 삭제 가능함

3. 수강신청변경
메뉴
수업/수강 > 수강신청/변경/취소
※ 수강변경/취소 학사력이 대전, 서울 각각 별도 운영되는 경우, 지정된 학사력에 따라 본원,
서울(16주, 8주전반, 8주후반) 캠퍼스의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변경기간에는 대전, 서울(16주)의 과목을 수강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8주 전후반 과목은 수업/수강 > 반학기 수강변경/취소 로 접근합니다.
※ 서울 8주 전반 수강변경기간에는 8주 전반 과목 및 8주 후반 과목을 모두 변경신청 가능하며, 8주
후반 수강변경기간에는 8주 후반 과목만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화면
- 수강신청 화면과 동일함.

수강 변경기간 시스템 운영
- [대학원과정]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신청 및 취소 모두 가능
* 시작일 09:30부터 마감일 23:59 이전까지
- [학사과정] 수강신청 변경기간동안 적용 처리시간을 별도로 운영
* 첫번째 타임(수강 신청/취소 가능) : 09:30~ 17:00
* 취소 적용 처리시간_1 : 17:0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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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타임(수강 신청/취소 가능) : 17:30~ 다음날 09:00
* 취소 적용 처리시간_2 : 09:00~ 09:30
※ 학사과정 수강변경기간 마지막날 두번째 타임에는 취소는 불가 합니다(신청시간으로 마감되므로
수강신청 할 과목과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취소가 가능한 시간대에 미리 취소 요함).

4. 수강신청취소
메뉴
수업/수강 > 수강신청/변경/취소
※ 수강신청취소기간에는

대전, 서울(16주)의 과목을 수강취소신청 할 수 있습니다.

※ 8주 전후반 과목은 수업/수강 > 반학기 수강변경/취소 로 접근합니다.
※ 서울 8주 전반 수강취소기간에는 8주 전반 과목 및 8주 후반 과목을 모두 취소신청 가능하며, 8주
후반 수강취소기간에는 8주 후반 과목만 취소신청 가능합니다.

화면

5. 참고정보
- 수업/수강 > 개인시간표 메뉴를 통해 신청한 수강신청 내역의 시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경영16주: 검정, 8주전반:빨강, 8주후반: 파랑 으로 표기됨)
- 반학기 수강변경/취소는 한 학기를 반으로 전반(1~8주), 후반(9~16주)로 나눠 수강신청 하는 학과를
위한 메뉴입니다.
- 수강신청기간 시간 : 시작일 12:30(점심시간)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3:59까지 오픈 됩니다.
- 수강변경기간 신청/취소시간
[대학원과정] 해당 변경기간 시작일 09:30(오전)부터 종료일 23:59(밤)전까지
→ 수변기간 내 신청 및 취소 모두 가능
[학사과정] 수강변경기간 동안 수강취소 적용 처리시간을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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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학사과정_수강변경기간 시스템 운영시간)

6. 대기 안내 창
-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 인원이 몰리는 경우, 시스템에 허용 인원수만 접속 가능하고 나머지
사용자는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안내창이 페이지마다 뜨게 됩니다.
대기자 수와 예상 대기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 리프레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7. 재수강 신청
- 수강신청변경 기간에는 변경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전(근무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재수강신청에 대한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3일전(근무일)까지 담당교수의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수강신청내역은 자동 취소처리됨
- 온라인 재수강신청건을 교과목 담당교수가 반려한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즉시 취소 처리되며,
온라인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함 다만, 서면으로는 신청이 가능함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iPhone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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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조회
1. 관련메뉴
수업/수강 > 수강신청조회

2. 수강신청조회

- 수강신청 이력을 년도/학기별로 조회합니다.
- "신청구분" 항목이 "I"는 신청기간에 신청한 과목을, "C"는 변경기간에 신청한 과목임을 의미합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Web Help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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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간표
1. 관련메뉴
수업/수강 > 개인시간표

2. 개인시간표

- 수강신청과목의 시간표를 조회합니다.
- 시간이 중복된 경우, "시간중복" 이라 표기되고 중복된 과목정보를 표기합니다.
- 서울캠퍼스 반학기 과목인 경우 전반은 빨간색, 후반은 파란색 글씨로 표기되며, 전반, 후반과목은
시간중복과 관련없습니다.
- 별도의 프린터출력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이나 화면캡쳐를 이용해주세요.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CHM Help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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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강의평가
1. 관련메뉴
강의평가 > 중간 강의평가

2. 중간 강의평가

관련 정보
- 강의평가 기간이 아닌 경우: 평가 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 보임
- 과목명을 클릭하면 과목 리스트 하단에 평가 화면이 뜸
- 평가여부는 "미평가" 였다가 평가 후 "평가" 바뀜
- 한번 평가를 마친 후에도 평가 기간동안 과목명을 누르면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함

평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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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주관식 5항목은 1500bytes(한글 750자, 영문 1500자) 이하로 입력 제한이 있으며 1500 bytes 이상
입력시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 삭제됨
- 오른쪽 상단의 작은 상자에 입력 bytes가 표시됨
- 모든 항목이 필수 입력 사항이며 모든 항목을 채우지 않은 채 저장을 누르면 특정 항목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저장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함
- 초기화 버튼을 이용해 입력 내용을 모두 지우고 다시 입력할 수 있음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y EBook and documentation generator

16 / 84

기말 강의평가
1. 관련메뉴
강의평가 > 기말강의평가

2. 기말 강의평가

관련 정보
- 강의평가 기간이 아닌 경우: 평가 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 보임
- 과목명을 클릭하면 과목 리스트 하단에 평가 화면이 뜸
- 평가여부는 "미평가" 였다가 평가 후 "평가" 바뀜
- 한번 평가를 마친 후에도 평가 기간동안 과목명을 누르면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함
- Week: 빈칸 (대전캠퍼스), 1-16 (서울캠퍼스 16주과목), 1-8 (서울캠퍼스 8주 전반과목), 9-16
(서울캠퍼스 8주 후반과목)

평가 화면

17 / 84

관련 정보
- 구성, 이해도, 분위기, 기여도, 영어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임
- 필수 입력 항목을 모두 채우지 않은 채 저장을 누르면 특정 항목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저장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함
- 초기화 버튼을 이용해 입력 내용을 모두 지우고 다시 입력할 수 있음

영어 문항 (영어강의가 아닌 경우)

- 영어 강의가 아닌 과목의 경우 디폴트로 "아니다"로 저장되며 값 변경이 불가함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y EBook and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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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성적조회
1. 관련메뉴
성적 > 게시성적조회

2. 게시성적조회
성적게시기간이 아닌 경우 화면

- 게시성적조회 메뉴는 성적게시기간에만 화면이 열리며, 성적게시기간이 아닌경우 위의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게시성적조회화면

- 성적게시기간에 교수님이 입력한 성적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아직 성적으로 이관되기 이전이므로
성적증명서에는 반영되기 전 성적입니다.
- 성적란에 "미평가"로 표기된 경우는 성적입력여부에 상관없이 강의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적이
이관될때까지는 성적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 성적란이 공백인 경우는 교수님이 성적을 미입력한 경우이므로 담당교수에게 문의해주세요.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ull featured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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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회
1. 관련메뉴
성적 > 성적조회

2. 성적조회
영어성적

-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영어시험성적에 대한 이력을 조회합니다.

논술등급

- 논술레벨테스트의 성적을 조회합니다.

교과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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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대이수성적, 기이수성적, 년도/학기별 과목별 성적을 조회합니다.
- "전체학기"를 선택하면 전체 신청학점, 이수학점, 평균평점을 조회하고, 특정 년도, 학기를 선택하면
해당학기의 신청학점, 이수학점, 평균평점을 보여줍니다.
- 조회한 내역을 "Excel"을 클릭하여 엑셀파일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 성적란에 "I"성적은 성적이 미입력된것으로 과목담당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ily create iPhon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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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마일리지
1. 관련메뉴
성적 > 성적조회

2. 리더십마일리지
화면

- 리더십 마일리지의 등급, 점수, 등록날짜를 조회합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ily create PDF Help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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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성적내역신청
1. 관련메뉴
성적 > 봉사성적내역신청

2. 봉사활동내역신청
봉사활동 신청내역

1번표시 - 학생의 봉사활동 총 내역을 출력.
총신청시간 : 봉사활동 신청한 시간.
총인정시간 : 담당자가 인정해준 시간.
AU반영시간 : au처리에 사용된 봉사활동 인정시간.
AU반영후잔여시간 : au처리에 반영되지 않은 인정시간.
2번표시 - au가 적용된 현황 리스트 출력.

봉사활동 신청내역 및 신규입력

1번표시 - 봉사활동 신청 및 승인된 정보 출력.
1-1번표시 - 봉사활동내역을 담당자가 미승인한 리스트.
※활동기관을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1-2번표시 - 봉사활동내역을 담당자가 승인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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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승인한 내역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2번표시 - 봉사활동내역 신규신청 및 수정 한다.
※신규신청을 할 때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창을 활성화 하여 입력하고, [활동기관], [활동기간]은
필수입력, [봉사시간]은 "시간" 또는 "분"을 입력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후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승인처리가 진행됩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help author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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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신청
1. 관련메뉴
성적 > 영어성적신청

2. 영어성적신청
영어성적 신청내역 및 추가/수정

[ 신청 ]
3번표시 -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항목을 활성화 된다.
4번표시 - 입력항목들을 모두 입력한다.
5번표시 -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수정 ]
1번표시 - 승인이 완료된 경우는 링크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승인이 되지 않는 리스트의 시험종류를 클릭하면 아래 입력항목에 정보들이 표시된다.
5번표시 - 변경할 정보를 수정후 저장을 클릭하면 신청정보가 수정이 된다.
[ 삭제 ]
6번표시 - 승인이 되지 않는 리스트중 삭제를 클릭하면 신청항목이 삭제된다.

영어성적 합격점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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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 합격점수 기준표가 표여진다.
※ 신청 후 반드시 영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승인처리가 진행됩니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ull featured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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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성적신청
1. 관련메뉴
성적 > 한국어성적신청

2. 한국어성적신청
한국어성적 신청내역 및 추가/수정

직원 승인 후 합격 여부가 표시됩니다.
직원 승인 전 삭제 / 수정이 가능합니다.

2013년도 이후 입학한 학사과정 외국인이 아닌 경우 화면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Write EPub books for the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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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취득학점인정신청

1. 타대취득학점인정신청의 목적 및 배경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시스템을 통해 신청

2. 메뉴
성적 > 타대취득학점인정신청

3. 권한
- 모든 학생

4. 화면 및 설명

[조회조건 화면]

- 신청종류를 변경시 해당 양식으로 UI가 변경됩니다.

(

)

[수학기관(타대학) 수학현황 리스트 화면]

수학기관(타대학) 등록
- 미휴학 파견 : 학적변동신청 -> 미휴학 파견 신청(파견목적 : 학점취득-국외, 복수학위-국외)
- 입학전 기이수 : 타대취득학점인정신청 -> "수학기관(타대학)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수학기관 등록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 방학/휴학 중 취득학점 : 타대취득학점인정신청 -> "수학기관(타대학)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수학기관 등록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 특성화대학 교환학생 : 학적변동신청 -> 미휴학 파견 신청(파견목적 : 학점취득-국내)
수학기관(타대학)
- 기관명 링크를 클릭하면 "학점취득신청현황(교과목대응표)" 리스트가 조회되고, 학점인정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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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수학기관(타대학)이 공백인 경우 학적팀에 문의하세요.
첨부파일(*)(성적증명서)
-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파일 관리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수학기관(타대학) 수정/삭제(입학전 기이수, 방학/휴학 중 취득학점)
- 수정 링크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되며 기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기관 정보가 삭제됩니다.
- 학점인정신청시 해당 수학기관 정보를 수정/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 (

)

[첨부파일 관리 화면]

성적증명서 업로드 방법
1. "첨부파일" 항목의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하세요.
3. "Upload"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이 업로드되면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다운로드
- 파일명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삭제
-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이 삭제됩니다.
※ 성적증명서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MByte 이하 파일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교수님의 승인/반려가 진행된 학점인정신청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업로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업로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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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반드시 학적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수학기관(타대학) 등록 화면]

등록
- 모든 항목을 입력/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학기관 정보가 등록됩니다.
- 수학기관 정보가 등록되면 팝업창은 자동으로 닫아지며, 수학기관(타대학) 수학현황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수정
- "시작일", "종료일", "시작연도/시작학기", "종료연도/종료학기" 항목만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학기관 정보가 수정됩니다.
- 수학기관 정보가 수정되면 팝업창은 자동으로 닫아지며, 수학기관(타대학) 수학현황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기관코드신청 방법
1. "기관코드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생성된 팝업창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기관 정보를 입력 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 수학기관(타대학) 선택 옵션에 수학기관 정보가 없는 경우 기관코드를 신청하세요.
※ 신청한 기관코드가 승인되면 해당 기관 정보가 수학기관(타대학) 선택 옵션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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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신청 화면]

학점취득신청현황(교과목대응표)
[학점취득신청현황(교과목대응표) 리스트 화면]

체크박스
- 사전신청확인, 학과사무실, 교과목 관련교수의 승인이 완료되면 체크박스가 생성됩니다.
Syllabus 다운로드
- Syllabus 파일명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삭제
-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학점인정신청 내역이 삭제됩니다.
승인신청현황
- 승인신청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되고, 팝업창에 승인 담당자 정보와 승인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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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조회됩니다.
지도교수 승인신청
- 지도교수에게 승인신청할 신청내역을 체크 후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신청이 완료됩니다.
※ 지도교수에게 승인신청시 인정받을 모든 내역을 일괄 체크 후 신청하세요.

승인신청현황
[승인신청현황 리스트 화면]

- 승인절차 중 학생과의 면담이 필수인 교수 정보에 "면담필수"라는 문구가 표기됩니다.
- 교수가 의견을 입력 후 승인/반려한 경우 "교수의견" 링크가 표기되며, 링크를 클릭시 의견 내용이
조회됩니다.

등록/수정 - 자유선택/선택
[자유선택/선택 입력 화면]

학점인정신청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필수 입력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 합니다.
3. 업로드 할 Syllabus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방학/휴학 중 취득학점 학점인정신청시 사전신청확인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학기관(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정보를 입력하면 과학기술원 인정 내용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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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됩니다.

등록/수정 - 대응과목
[대응과목 입력 화면]

학점인정신청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필수 입력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조회 후 선택 합니다.
3. 업로드 할 Syllabus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미휴학 파견, 입학전 기이수 학점인정신청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승인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 방학/휴학 중 취득학점, 특성화대학 교환학생 학점인정신청시 사전신청확인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2과목 -> 1과목 대응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과목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2과목 -> 1과목 대응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입력란이 제거됩니다.

[기이수과목 선택방법]
[수학기관(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정보 선택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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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기관(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전산코드 항목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수학기관별 과목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 과목리스트에 수강한 과목정보가 없는 경우 학적팀에 문의하세요.
2. 과목을 선택하세요.
3. 선택한 내용을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 선택한 과목 정보가 수학기관(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입력란에 자동으로 셋팅되고
팝업창은 종료됩니다.

[대응과목 선택방법]
[과학기술원 인정 내용 교과목 정보 선택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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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원 인정 내용의 전산코드 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되며 조회한 과목리스트가 출력됩니다.
2. 조회된 과목리스트에서 승인받을 교과목 담당교수를 확인 후 선택 링크를 클릭하세요.
3.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교수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선택 됩니다.
4. 선택된 내용을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용이 과학기술원 인정 내용 입력란에
셋팅됩니다.
※ 재직중인 교수만 선택이 가능하며, 교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받을 교수를 직접 조회 후
선택하세요.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Write EPub books for the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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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수학점인정신청

1. 기이수학점인정신청의 목적 및 배경
공동Advanced Placement Program, 개별 Advanced Placement Program, 상호인정교과목/Honor, Bridge
Program, 청강시, 전과, 타전공입학박사학점인정, 당원취득 기이수 학점을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한다.

2. 메뉴
성적 > 기이수학점인정신청

3. 권한
- 모든학생

4. 화면 및 설명

- 기이수종류를 선택하면 신청과목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 체크박스
. 과목을 모두 신청후 "지도교수 승인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교수에게 승인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 다음 승인자에게 승인신청 시 신청 할 모든 과목을 일괄신청하세요.
- 상세보기 링크
. 링크를 클릭하면 과목 상세정보가 조회됩니다.
- 삭제 링크
.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과목이 삭제됩니다.
. 신청과목을 삭제하면 현재 승인자에게 신청 취소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 최종담당자가 승인하기 전까지 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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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신청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되며 승인진행현황이 조회됩니다.

. 승인자가 승인/반려 시 면담내용을 입력하였다면 의견 링크가 생성됩니다.
. 의견 링크를 클릭하면 면담내용이 조회됩니다.

1 .

A d v a n c e d P l a c e me n t

P r o g r a m

※ AP는 성적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방법
1. 성적증명서를 업로드 하세요.
. "첨부파일(성적증명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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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는 2MByte 이하 파일만 첨부 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업로드 방법
1. 첨부파일의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 후 업로드 할 성적증명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2. 파일선택 후 "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성적증명서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 업로드된 성적증명서 정보는 리스트로 표기됩니다.
. 파일명을 클릭하면 성적증명서가 다운로드됩니다.
.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성적증명서가 삭제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성적증명서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 첨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반드시 학적팀(대전캠퍼스)/경영대학 교학팀(서울캠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신청 할 수 있는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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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이수 과목정보"와 "과기원 인정 과목정보"를 확인 후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3-2.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3-3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의 입력항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입력 항목 중
선택/입력 불가능한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4. 기이수 내용의 성적, 이수연도, 이수학기, 과기원 인정 내용의 성적을 입력하세요.
5. 선택/입력 가능한 항목을 수정 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정
1. "신청과목 리스트"에서 수정 할 과목의 교과목명 링크를 클릭하세요.
2. 링크를 클릭하면 과목 상세정보가 조회됩니다.
3. 선택/입력 가능한 항목을 수정 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 기이수 중 AP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지도교수가 승인/반려한 과목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팝업창을 통해 셋팅된 과목정보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2 .

A d v a n c e d P l a c e m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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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g r a m

※ AP는 성적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방법
1. 성적증명서를 업로드 하세요.
. "첨부파일(성적증명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 성적증명서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는 2MByte 이하 파일만 첨부 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업로드 방법
1. 첨부파일의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 후 업로드 할 성적증명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2. 파일선택 후 "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성적증명서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 업로드된 성적증명서 정보는 리스트로 표기됩니다.
. 파일명을 클릭하면 성적증명서가 다운로드됩니다.
.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성적증명서가 삭제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성적증명서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 첨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반드시 학적팀(대전캠퍼스)/경영대학 교학팀(서울캠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신청 할 수 있는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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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이수 과목정보"와 "과기원 인정 과목정보"를 확인 후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3-2.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3-3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의 입력항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입력 항목 중
선택/입력 불가능한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4. 선택/입력 가능한 항목을 수정 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정
1. "신청과목 리스트"에서 수정 할 과목의 교과목명 링크를 클릭하세요.
2. 링크를 클릭하면 과목 상세정보가 조회됩니다.
3. 선택/입력 가능한 항목을 수정 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 기이수 중 AP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지도교수가 승인/반려한 과목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팝업창을 통해 셋팅된 과목정보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3 .

/ Ho n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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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2.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학사과정으로
취득한 학점 중 신청 할 수 있는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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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2-2.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교수가 조회되고, 담당교수가 재직중이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담당교수가 재직중이 아니라면 "담당교수" 항목에 승인받을 교수의 성함을 입력 후 조회하여
승인받을 교수를 선택하세요.
2-3.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와 교수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2-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모든 입력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3.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4 .

B r i d g e P r o g r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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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2.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Bridge Program
이수교과목 정보가 조회됩니다.

2-1.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2-2.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2-3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의 입력항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모든 입력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3.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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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청강시 학번"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청강학번으로
이수한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2-1.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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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교수가 조회되고, 담당교수가 재직중이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담당교수가 재직중이 아니라면 "담당교수" 항목에 승인받을 교수의 성함을 입력 후 조회하여
승인받을 교수를 선택하세요.
2-3.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와 교수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2-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모든 입력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3.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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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2.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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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2-2.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2-3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의 입력항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성적",
"인정연도/학기"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3. "과기원 인정 내용"의 "전산코드/과목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입력한 전산코드로 개설된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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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체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3-2.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교수가 조회되고, 담당교수가 재직중이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담당교수가 재직중이 아니라면 "담당교수" 항목에 승인받을 교수의 성함을 입력 후 조회하여
승인받을 교수를 선택하세요.
3-3.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와 교수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3-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과기원 인정 내용"의 나머지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와 교수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4. 대체과목 추가, 제거
4-1.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대체과목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4-2.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대체과목 입력란 중 마지막에 생성된 입력란 1개가 제거되고, 대체과목
입력란이 1개인 경우 제거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 최종담당자가 승인하여 학점인정이 완료되면, 신청한 과목성적은 삭제되고 대체과목 성적이 신규
등록됩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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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2.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이전석사학번으로
인정받은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2-1.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2-2.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2-3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의 입력항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성적",
"인정연도/학기"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3. "과기원 인정 내용"의 "전산코드/과목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입력한 전산코드로 개설된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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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응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3-2.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교수가 조회되고, 담당교수가 재직중이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담당교수가 재직중이 아니라면 "담당교수" 항목에 승인받을 교수의 성함을 입력 후 조회하여
승인받을 교수를 선택하세요.
3-3.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와 교수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3-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과기원 인정 내용"의 나머지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와 교수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4. 대응과목 추가, 제거
4-1.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대응과목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4-2.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대응과목 입력란 중 마지막에 생성된 입력란 1개가 제거되고, 대응과목
입력란이 1개인 경우 제거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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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방법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2. "기이수 내용" 입력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현재학번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학번(현재학번과 이전석사학번 제외)으로 인정받은 과목정보를 조회합니다.

2-1. 신청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2-2.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2-3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이수 내용"의 입력항목과 "과기원 인정 내용"의 "성적",
"인정연도/학기"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3. "과기원 인정 내용"의 "전산코드/과목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며, 입력한 전산코드로 개설된 과목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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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응 할 과목을 선택하세요.
3-2.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교수가 조회되고, 담당교수가 재직중이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담당교수가 재직중이 아니라면 "담당교수" 항목에 승인받을 교수의 성함을 입력 후 조회하여
승인받을 교수를 선택하세요.
3-3. "선택한 내용"에서 선택한 과목의 정보와 교수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3-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과기원 인정 내용"의 나머지 항목에 선택한 과목정보와 교수정보가
셋팅되고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4.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Easily create iPhon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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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신청
1. 학적변동신청의 목적 및 배경
재학 또는 휴학인 학생이 휴학, 휴학연장, 복학, 미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을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한다.

2. 메뉴
학적 > 학적변동신청

3. 권한
- 재학 휴학 중인 모든 학생

4. 화면 및 설명
a. 학적변동 리스트

- 학생의 학적변동 신청 및 승인완료된 내역을 볼 수 있음.

b. 학적변동 신청
- 신규버튼을 클릭시 변동종류를 선택 할 수 있는 팝업창을 호출

- 신청하고자하는 학적변동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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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인적사항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 - 성명 신청시

- 변동세부종류를 "성명"으로 선택한다.
- 변경할 국문성명과 영문성명을 입력(필수)한다.
- 부모팀 역락처를 입력(필수)한다.
- 첨부파일을 업로드(필수)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변동세부종류 - 주민번호 신청시

- 변동세부종류를 "주민번호"으로 선택한다.
- 변경할 주민번호을 입력(필수)한다.
- 부모팀 역락처를 입력(필수)한다.
- 첨부파일을 업로드(필수)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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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변동세부종류 - 국적 신청시

- 변동세부종류를 "국적"으로 선택한다.
- 변경할 국적을 선택(필수)한다.
- 부모팀 역락처를 입력(필수)한다.
- 첨부파일을 업로드(필수)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최종담당자가 승인전까지 신청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3) 신청취소
- 신청취소은 최종담당자의 승인전에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휴학/휴학연장]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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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휴학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변동세부종류는 학사력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한 종류만 보여진다.
- 변동세부종류를 선택하면 시작연도, 시작학기, 시작일이 자동 설정되며 시작일만 변경이
가능하다.
- 종료연도와 종료학기를 선택하면 종료일이 자동 설정되며 변경 불가능하다.
-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취득비자를 입력해야 한다.
- 변동세부종류중 일반휴학(기타)를 선택시 사유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그외는 선택이다.
- 보증인 정보입력은 필수이다.
- 연락처변경 링크를 클릭시 휴대전화와 email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 병역구분은 조건에 따라 항목이 다르며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 납입금 처리부준은 미납/장학금감면, 이월신청, 반환신청 항목이 있으며 미납/장학금감면인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통장사본 등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 휴학종류에 따라서 첨부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해야하며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항목을 입력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휴학조건을 체크후 제출마감일이 포함된 알림문구가 보여진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신청취소
- 신청취소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휴학연장은
제외)

[복학]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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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복학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변동세부종류는 학사력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한 종류만 보여진다.
- 변동세부종류를 선택하면 시작연도, 시작학기, 시작일이 자동 설정되며 변경이 불가하다.
-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취득비자를 입력해야 한다.
- 보증인 정보입력은 필수이다.
- 연락처변경 링크를 클릭시 휴대전화와 email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 변동세부종류에 따라서 첨부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해야하며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항목을 입력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신청취소
- 신청취소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전과]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복학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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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전과희망학과를 선택한다.
- 전과희망학과를 선택하면 신청학과 지도교수의 목록을 볼 수 있다.
- 반드시 학과 및 교수님과 협의 후에 신청학과 지도교수를 선택해야한다.
- 전과사유를 입력한다.
- 보증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도르 해야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학과신청]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학과신청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지원학과를 선택한다.
- 지원학과를 기술경영학부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2지원학과도 선택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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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심화전공]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심화전공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를 선택 및 사유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자유융합전공]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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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자유융합전공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를 선택 및 사유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부전공]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부전공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60 / 84

- 변동세부종류를 선택 및 사유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복수전공]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복수전공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를 선택 및 사유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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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학제전공]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학제전공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 지원학제전공을 선택하고 학제전공 이수계획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소속기관변경]
(1) 신청

62 / 84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소속기관변경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 변경사유, 보증인정보 등을 입력한다.
- 소속기관은 팝업을 통해서 조회 후 선택한다.
- 보증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도르 해야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학생구분변경]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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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학생구분변경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 변경사유, 보증인정보 등을 입력한다.
- 보증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도르 해야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미휴학파견]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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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미휴학파견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변동세부종류는 논문연구, 학점취득, 복수학위, 인턴십 프로그램중 선택한다.
- 시작연도, 시작학기를 선택하면 학기시작일을 시작일로 자동 세팅되고 시작일은 변경가능하다.
- 종료연도, 종료학기를 선택하면 학기종료일을 종료일로 자동 세팅되고 종료일은 변경가능하다.
- 파견기관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 연락처변경 링크를 클릭시 휴대전화와 email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병역구분이 변경되며 해당항목을 선택한다.
- 변동세부종류에 따라서 첨부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해야하며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항목을 입력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자퇴]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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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자퇴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변동세부종류는 반드시 선택한다.
- 시작연도, 시작학기를 선택하면 학기시작일을 시작일로 자동 세팅되고 시작일은 변경가능하다.
-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취득비자를 입력해야 한다.
- 보증인 정보입력은 필수이다.
- 연락처변경 링크를 클릭시 휴대전화와 email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 병역구분은 조건에 따라 항목이 다르며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 납입금 처리부준은 미납/장학금감면, 이월신청, 반환신청 항목이 있으며 미납/장학금감면인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통장사본 등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하기전 수혜경비상환버튼을 클릭해서 수혜경비상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항목을 입력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제출마감일이 포함된 알림문구가 보여진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수료]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수료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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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 신청부수, 졸업예정시기, 기튀득영어최고성적 등을 선택 또는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조기졸업]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조기졸업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을 선택하고 사유를 입력한다.
- 졸업희망년도와 졸업희망학기는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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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시간제신청]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시간제신청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기간 시작일은 학기의 시작일로 자동설정 입력이 된다.
- 변동세부종류 선택하고 신청기간 종료일과 신청사유를 입력한다.
- 기관장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도르 해야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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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전일제신청]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전일제신청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기간 시작일은 학기의 시작일로 자동설정 입력이 된다.
- 변동세부종류 선택하고 신청기간 종료일과 신청사유를 입력한다.
- 기관장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도르 해야한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jpg, gif, png, tif의 확장자만 가능하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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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석사]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교과석사를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 선택하고 사유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HonorProgram신청]
(1) 신청

- 신규버튼 클릭 후 학적변동 팝업창에서 HonorProgram신청을 선택 후에 신규신청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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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메세지가 출력된다.
- 신청중인 동일한 학적변동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 변동세부종류을 선택하고 사유를 입력한다.
- 신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조회 및 변경
- 최종승인 또는 취소전까지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취소전 또는 최초 승인자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3) 취소
- 신청취소은 제출전까지 학적변동 리스트의 "신청취소"링크 클릭시 취소가 가능하다.
(4) 제출
- 학생의 제출단계가 되면 학적변동 리스트의 "제출" 링크를 클릭해서 제출을 한다.

[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 ]

- 진행상태는 대기, 패스, 반려, 취소, 보류, 승인, 제출이 표기된다.
- 보류인 경우 [내용보기]를 클릭하면 보류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최초의 교수님 승인인 경우에는 진행상태에 [면담]이 표시되고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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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완료나 취소 또는 반려된 내용은 승인일자에 각각의 처리일자가 보여진다.

c. 학적변동 완료취소
※ 심화전공, 자유융합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제전공, 교과석사, 석박통합과정 등 학적변동의 경우에만
완료취소가 가능하다.

[심화전공신청 완료취소]
(1) 신청
- 신청된 심화전공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학적변동의 내역을 볼 수 있고, 취소할 내역의
완료취소링크를 클릭한다.

- 취소사유를 반드시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취소신청이 완료된다.

- 취소신청(저장)[3번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 변동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3) 신청철회
- 신청철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신청을 철회한다.
(4) 제출
- 교수및 행정부서 승인 완료 후에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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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융합전공 완료취소]
(1) 신청
- 신청된 자유융합전공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학적변동의 내역을 볼 수 있고, 취소할
내역의 완료취소링크를 클릭한다.

- 취소사유를 반드시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취소신청이 완료된다.

- 취소신청(저장)[3번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 변동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3) 신청철회
- 신청철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신청을 철회한다.
(4) 제출
- 교수및 행정부서 승인 완료 후에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한다.

[부전공신청 완료취소]
(1) 신청
- 신청된 부전공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학적변동의 내역을 볼 수 있고, 취소할 내역의
완료취소링크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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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사유를 반드시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취소신청이 완료된다.

- 취소신청(저장)[3번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 변동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3) 신청철회
- 신청철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신청을 철회한다.
(4) 제출
- 교수및 행정부서 승인 완료 후에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한다.

[복수전공신청 완료취소]
(1) 신청
- 신청된 복수전공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학적변동의 내역을 볼 수 있고, 취소할 내역의
완료취소링크를 클릭한다.

- 취소사유를 반드시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취소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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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신청(저장)[3번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 변동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3) 신청철회
- 신청철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신청을 철회한다.
(4) 제출
- 교수및 행정부서 승인 완료 후에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한다.

[학제전공신청 완료취소]
(1) 신청
- 신청된 학제전공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학적변동의 내역을 볼 수 있고, 취소할 내역의
완료취소링크를 클릭한다.

- 취소사유를 반드시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취소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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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신청(저장)[3번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 변동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3) 신청철회
- 신청철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신청을 철회한다.
(4) 제출
- 교수및 행정부서 승인 완료 후에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한다.

[교과석사 완료취소]
(1) 신청
- 신청된 교과석사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학적변동의 내역을 볼 수 있고, 취소할 내역의
완료취소링크를 클릭한다.

- 취소사유를 반드시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취소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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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신청(저장)[3번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된다.

(2) 상세정보

- 변동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정보 및 학적변동신청 승인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3) 신청철회
- 신청철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신청을 철회한다.
(4) 제출
- 교수및 행정부서 승인 완료 후에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한다.으며 신청서를
출력해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 끝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Web Help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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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정보변경신청
1. 학적정보변경신청의 목적 및 배경
학생의 성명(국,영문)이 잘 못 등록되어 있을때 영문 알파벳 및 띄어쓰기등의 변경신청을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며 개명에 의한 성명변경과는 다르게 학적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는다.
개명에 의한 성명 변경은 "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의 보증인 관련 정보와 세대주 관련 정보 변경신청을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한다.

2. 메뉴
학적 > 학적정보변경신청

3. 권한
- 모든 학생

4. 화면 및 설명
[신청리스트 - 성명 변경 신청]

[신청리스트 - 보증인/세대주 변경 신청]

1. 조회조건: 선택한 변경종류에 따라 신청리스트가 조회되고, 신규신청 및 수정, 취소, 신청서출력이
가능합니다.
2. 신청종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 상세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3. 신청취소: '취소'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취소 처리됩니다.
4. 출력: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처리상태
- 진행중: 신청후 승인전 상태
- 완료: 신청후 최종승인이 완료된 상태
- 취소: 신청후 취소처리된 상태

[신규 및 수정-성명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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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수정-보증인/세대주 변경 신청]

1. 신규등록을 위해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이 활성화되고 변경할 항목만 기입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 하세요.
2. 수정을 위해 신청리스트에서 '신청종류'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조회후 수정할 항목을
변경기입후 '신청(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취소]

1. 조회된 학적변경 리스트에서 '취소' 링크를 클릭하면 취소여부를 묻는 알림 메시지 팝업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취소처리 됩니다.

[신청서 출력]
1. 조회된 학적변경 리스트에서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면 출력을 위한 신청서가 팝업화면으로
로딩됩니다.

Created with the Personal Edition of HelpNDoc: Free EBook and documenta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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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취소(예외)
1. 수강신청/취소(예외) 목적 및 배경
수강신청시 인원제한, 삼수강, 학점초과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강을 취소 할 수
없는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사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취소를 승인하기 위함이다.

2. 메뉴
학사시스템 > 수업/수강 > 수강신청/취소(예외)

3. 권한
- 신입생, 재학, 휴학 중인 학생

4. 화면 및 설명
[신청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입생, 재학생, 휴학생이 아닌 경우 신청을 위해 메뉴를 클릭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 화면이
출력됩니다.

[과목조회]
개설학과, 과정구분, 과목구분, 한/영어강의, 전산코드, 과목번호, 과목명, 담당교수 등 조회조건으로
신청 또는 취소할 과목을 조회합니다.

80 / 84

[수강신청/취소(예외) 신청]
1. 조회한 과목중에서 신청/취소를 위한 승인을 요청하려는 과목을 선택한다.
2. 신청종류를 선택한다.
3. 신청사유를 선택한다.
4. 기타정보에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다.
5.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수강신청/취소(예외) 신청내역조회]
1. 화면 하단에는 해당학기에 수강신청/취소한 과목리스트가 표기됩니다.

[수강신청/취소(예외) 신청내역 삭제]
1. 신청내역의 과목별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신청이 취소됩니다.
모든 승인이 완료된 경우 "삭제"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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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신청
1. 생리공결 목적 및 배경
학부 여학생이 월 1일, 과목별 월 1회 학기당 4회 생리로 인한 결석을 인정받기 위해 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사시스템을 통해 생리 공결을 신청하기 위함이다.
※ 2018학년도 가을학기부터 1년간 시범운영

2. 메뉴
학사시스템 > 수업/수강 > 생리공결신청

3. 권한
- 학부 여학생

4. 화면 및 설명
[신청대상자가 아닌경우]
학부 여학생이 아닌 학생이 신청을 위해 메뉴를 클릭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 화면이 출력됩니다.

[초기화면]
생리공결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리공결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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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화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 후 아래의 안내화면을 숙지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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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조회]
1. 현재 진행중인 학기의 연도, 학기의 생리공결 신청내역이 조회되어 화면에 표기됩니다.
2. 신청회차의 "신청일"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일의생리 공결 신청과목이 화면 하단에 선택되어
표기됩니다.
이미 지나간 생리공결 신청일의 경우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3. 화면 하단에는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리스트가 표기됩니다.

[신규신청 및 수정저장 ]
1. 신규등록을 위해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항목이 활성화 되며, 입력할 항목 기입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하세요.
담당교수, 조교에게 확인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2. 수정을 위해 화면상단의 "공결신청일"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조회후 수정할 항목을 변경
기입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생리공결 신청일, 담당교수 이메일과 조교 이메일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삭제]
1. 신청내역의 과목별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생리공결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미 지나간 생리공결 신청일의 경우 "삭제"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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