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ERICA 교무처 학사팀
2020. 08.

신청기간

2020. 9. 2. (수) ~ 9. 4.(금)

신청대상

아래 신청 자격을 갖추고 2021년 2월(2020학년도 전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제외학과

※ 기한 엄수, 연장 절대 불가

학번 구분

이수학기수

총 취득학점

2016학번까지

5학기 이상

105학점

2017학번부터

6학기 이상

115학점

누적 평점
4.0 이상
(계절학기 포함)

공학대학 건축학전공/국방정보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신청방법

① 전산 신청 : HY-IN> 신청> 학적변동> 조기졸업 : 신청> 저장
②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시 반려됨)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 조기졸업 신청서 1부 (조기졸업 신청 화면에서 출력)
-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HY-IN> 성적> 졸업사정조회 메뉴에서 출력)
- 수강신청 확인서 1부 (수강신청 로그인> 신청내역> 고지서출력> 확인서출력:2020-2학기)

신청횟수

2016학번까지는 6학기와 7학기에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6학기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는 7학기에 재신청 가능.

2017학번부터는 7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재신청 불가.

신청취소

조기졸업신청자로 승인된 이후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의사를 밝히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말고사 이후 취소하는 경우, 등록하는 다음 학기의 배정 장학에서 제외될 수 있음.

졸업요건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졸업사정 기간에 다음을 충족해야 조기졸업이 가능


소속 학과별 정규 졸업요건을 동일하게 모두 충족해야 함



누적평점평균(F포함)이 4.0이상 이어야 함



다중/부전공 이수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졸업사정
탈락시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되어 졸업사정을 받았으나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탈락된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하므로 조기졸업 승인 되면 바로 졸업해야 함

수강신청

최소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이상

학점교류

학점교류로 학점 이수 불가.

다음 학기를 등록 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배정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주의★

(단, 우리대학 스마트교수학습센터로 신청하는 학점교류 교과목(가상대학영역)은 이수 가능)
계절학기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졸업사정 가능.
(단,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봉사는 제외)

FAQ
Q. 조기졸업을 신청했는데 기말고사 전에 포기했습니다.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나요?
A.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적 장학금 등 교내 배정장학생 선발은 학생지원팀(장학)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 바로 진행되

는데, 기말고사 전에 조기졸업신청자에서 일반 재학생이 되었다면 장학생 선발 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Q. 조기졸업 신청자인데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업연장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나요?
A. 제외됩니다. 위 답변에서 설명했듯 기말고사 이후에는 장학금이 배정 돼버리고 그 이후에 졸업사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사정
이후에 장학 배정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장학선발에서 제외됩니다.

Q. 배정 장학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모든 장학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인가요?
A. 교내 장학을 말하는 것이고, 교외 장학은 상관 없습니다.

문의처

단과대학

전화번호

단과대학

전화번호

공학대학

031-400-5119, 5123

언론정보대학

031-400-5394~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31-400-1004~5

경상대학

031-400-5610

과학기술융합대학

031-400-5456

디자인대학

031-400-5684

국제문화대학

031-400-5310

예체능대학

031-400-572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