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내    용 해당기수 비       고

8. 10(월) ~ 8. 17(월)  휴/복학, 재입학 신청 해당자 HY-in->신청->휴학/복학/재입학 신청

8. 10(월) ~ 8. 17(월)  과정변경 / 전공변경 신청 재학생/1기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8. 10(월) ~ 8. 17(월)  장학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복학,재입학 대상자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원본

8. 10(월)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OT 신입생 백남학술정보관 6층

8. 19(수) ~ 8. 25(화)  재학생,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재학생,신입생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 하단 수강신청 배너

8.21(금) ~ 8.28(금)  재학생 등록(예정) 재학생 HY-in->MY홈->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출력

9.2(수)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9.2(수) ~ 9.5(토)  신입생 휴학 신청 기간 신입생 HY-in->신청->휴학신청

9. 7(월) ~ 9. 9(수)  수강신청 최종 정정 기간 재학생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 하단 수강신청 배너

9. 7(월) ~ 9. 12(토)  논문지도교수 신청 2기 HY-in->신청->논문->연구계획서입력/조회

9. 5(토) ~ 9. 16(수)  외국어시험 접수(면제 신청) 재학생 HY-in->신청->어학시험 접수및확인

9. 21(월) ~ 9. 26(토)  종합시험 / 학위취득시험 접수 기간 4기이상/5기이상 HY-in->신청->종합/학위취득시험접수및확인

9.24(목)  어학시험 시험응시자  18:30

10.5(월) ~ 10.10(토)  과정선택 신청서 제출 3기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10.5(월) ~ 10.10(토)  논문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제출 4기 이상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10.5(월) ~ 10.17(토)  논문 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입력 3기 HY-in->신청->논문->연구계획서입력/조회

10.12(월) ~ 10.23(금)  논문 중간보고서 제출 4기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10.12(월) ~ 10.30(금)  논문 발표(중간발표) 졸업대상자 각 전공별 진행

10.21(수) ~ 10.31(토)  청구논문 신청서 제출 졸업대상자 HY-in->신청->논문->청구논문신청/조회

10.29(목)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험응시자 종합시험 : 3과목 / 학위취득시험 : 4과목 (18:30)

11.2(월) ~ 11.19(목)  2021학년도 전기 신입학 원서 접수(예정)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1.16(월) ~ 12.18(금)  논문 심사 졸업대상자 각 전공별 진행

11.23(월) ~ 12.5(토)  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제출 졸업대상자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조회->양식다운로드

11.23(월) ~ 12.5(토)  청구논문 제목수정 졸업대상자 HY-in->신청->논문->청구논문신청/조회

11.23(월) ~ 12.18(금)  장학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재학생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원본

12.1(화) ~ 12.18(금)  인터넷 강의평가 실시(예정) 재학생 HY-in->MY홈->내 강의실->강의평가

12.5(토)  2021학년도 전기 신입학 면접전형일(예정) 신소재공학관 6층

12.18(금)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졸업대상자 HY-in->신청->논문->논문심사결과보고서

12.21(월)  2020-2학기 종강

12.22(화) ~ 12.31(목)  성적입력 및 열람 HY-in->MY홈->성적/졸업사정->금학기성적조회

12.22(화) ~ 2.28(일)  동계방학

2021.1.4(월)  학위논문인쇄본 제출마감 졸업대상자 행정팀 : 논문제출확인서 1부
백남학술정보관 : 논문인쇄본 4부

2021.2.1(월) ~ 2.8(월)  휴/복학, 재입학 신청 해당자 HY-in->신청->휴학/복학/재입학 신청

2.1(월) ~ 2.5(금)  과정변경 / 전공변경 신청 재학생/1기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2.19(금)  2020학년도 전기 부동산융합대학원 학위수여식(예정) 졸업대상자 백남학술정보관 6층 (10:00)

2.15(월)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 및 OT(예정) 신입생 610호 세미나실(18:30)

2.15(월) ~ 2.19(금)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재학생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 우측 수강신청 배너

2.17(수) ~ 2.24(수)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신입생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 우측 수강신청 배너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표
부동산융합대학원 2020.07.27

 - 상기 일정은 대학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