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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복수,부,연계,융합전공) 온라인 신청 매뉴얼다전공(복수,부,연계,융합전공) 온라인 신청 매뉴얼

1. 신청 메인화면

  가.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보고, 본인의 학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나. 다전공은 신청시기별 1개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므로 희망하는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다.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제외한 모든 다전공 신청은 아래의 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자기설계 연계전공 희망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사관리과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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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전공 선택 및 제출

  가. 본인이 희망하는 다전공의 유형을 4가지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합니다.

  

  나. 예를 들어 ‘복수전공’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희망전공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하면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단계가 진행됩니다.

  다. 만약 복수전공 희망학과가 세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공까지 선택합니다.

  라. 선택이 모두 완료되면 맨 아래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홍길동

 학과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제출버튼을 클릭

 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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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오류사항 안내

  가. 취득학점이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경우 아래처럼 오류메시지 발생

    

  나. 신청당시 학적이 재학상태가 아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예정자가 신청할 경우

  
[졸업예정자로 등재된 경우] [학적이 휴학이나 수료, 제적인 경우]

  다. 이미 이수중인 복수전공학과나 부전공 학과와 동일한 학과로 신청할 경우

    1) 예를 들어 이미 경영학과를 부전공 이수중이면서 다시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오류메시지 발생

    2) 동일학과를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전공 포기신청부터 먼저 

진행한 다음 복수전공을 신규로 신청해야 함

   

  라. 이미 복수전공을 이수중이면서 추가로 복수전공을 또 신청하고자 할 경우

    1)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 이수중이면서 추가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오류메시지 발생

    2) 복수전공의 학과는 1개만 이수할 수 있으며, 다른과로 복수전공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학과를 먼저 포기신청한 다음 신규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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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인의 소속학과와 동일한 학과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신청할 경우

    - 예를 들어 경영학과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오류메시지 발생

    

  바. 복수전공을 이미 이수중인 학생이 연계전공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1)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 이수중인 학생이 항공비즈니스 연계전공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메시지 발생

    2) 복수전공 포기신청부터 먼저 진행한 다음 연계전공을 신규로 신청해야 함(병행 불가)

    

  사. 이미 포기한 다전공에 대해 다시 동일한 유형, 동일한 학과로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1) 예를 들어 과거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포기한 적이 있는 학생이 재차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를 

다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오류메시지 발생

    2) 단, 유형을 달리하여 부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신청하거나 혹은 같은 복수전공이라도 학과를 달리

하여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는 등 유형이나 학과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에 문제가 없음

    

4. 선발여부 최종확인
  가. 학생정보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학적 → 학적조회 메뉴를 클릭

  나. 아래와 같이 본인이 신청한 다전공에서 학과나 전공명이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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