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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학년도 수강신청 일정
• 전자시간표 OPEN : 2021.1.22.(금) 10:00부터
• 2021학년도 수강신청 일정
- 수강신청시간: 10:00 ~ 23:00

- 수강신청대상자는“재학예정학기(등록학기 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학기는 

포함하되 유급한 학기수는 제외함)

- 캠퍼스를 통합하여 수강신청이 진행됩니다.

- 대학원과정/교환학생은 학사과정보다 하루 빠른 2.4.(목)부터 수강신청이 시작됩니다.

-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신/편입생 일자에 진행하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등록예정

학기에 수강신청이 진행됩니다.

학기 학위구분 등록예정학기수 수강신청 일정 강좌구분

1

학

기

학
사
과
정

3~4학기 2.5.(금)

전체 강좌

※중대형 온라인 강좌 + 
오프라인 강좌 전체

5~6학기 2.8.(월)

7학기 이상 2.9.(화)

3학기 이상 2.10.(수)

신/편입생
1~2학기 2.18.(목)

Inbound 교환학생 2.4.(목)~2.10.(수), 2.18.(목)

※주말·공휴일, 2.15.(월)~17.(수) 제외대학원과정

2

학

기

학
사
과
정

3~4학기 8.16.(월)

전체 강좌

※중대형 온라인 강좌 + 
오프라인 강좌 전체

5~6학기 8.17.(화)

7학기 이상 8.18.(수)

3학기 이상 8.19.(목)

신/편입생
1~2학기

8.20.(금)

Inbound 교환학생 8.13.(금)~8.20.(금)

※주말·공휴일 제외  대학원과정

※ 기존 ‘100% 온라인 수업(I-Campus)’의 명칭이 ‘중․대형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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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수강신청 확인/변경 일정
- 수강신청 확인/변경기간에는 대기순번 없이 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합니다.

- 수강변경 및 확인기간에는 등록예정학기별 TO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수강변경 및 확인기간 중 수강신청 변경은 24시간 가능합니다.(수강신청 불가기간 제외)

- 2021학년도 1학기 확인/변경 일정

구 분 수강변경 및 확인 일정
자연과학캠퍼스 오프라인 강좌 2.22.(월) 08:00 ~ 2.24.(수) 16:59

중대형 온라인 강좌(I-Campus) 2.22.(월) 08:00 ~ 2.24.(수) 16:59

인문사회캠퍼스 오프라인 강좌 2.23.(화) 08:00 ~ 2.24.(수) 16:59

수강신청 불가 2.24.(수) 17:00 ~ 2.25.(목) 07:59

전체 강좌 2.25.(목) 08:00 ~ 2.26.(금) 22:59

폐반 확정일(최종) 3.2.(화)

폐반학생대상 추가 수강신청 3.3.(수) 08:00 ~ 22:59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확인/변경 일정

구 분 수강변경 및 확인 일정
자연과학캠퍼스 오프라인 강좌 8.30.(월) 08:00 ~ 9.1.(수) 16:59

중대형 온라인 강좌(I-Campus) 8.30.(월) 08:00 ~ 9.1.(수) 16:59

인문사회캠퍼스 오프라인 강좌 8.31.(화) 08:00 ~ 9.1.(수) 16:59

수강신청 불가 9.1.(수) 17:00 ~ 9.2.(목) 07:59

전체 강좌 9.2.(목) 08:00 ~ 9.3.(금) 22:59

폐반 확정일 9.6.(월)

폐반학생대상 추가 수강신청 9.7.(화) 08:00 ~ 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