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이후 전공개방모집 입학생 희망학과(부)/전공 신청
입장하기

1. 포털 로그인 후 학사마당> 전공신청 > 희망학과(부)/전공신청 클릭 >이동

1

20200000
김중앙

1

- 희망학과(부)/전공 신청화면
신청하기

신청 화면에서 모집단위 확인 후 하단의 학과/전공 선택

1

2

<안 내>
1. 하단의 학과/전공 우측 ‘선택’ 영역에서 희망학과(부)/전공을 선택함
2. 우측의 신청 버튼 클릭 시 희망 학과(부)/전공이 신청되며, 신청순위대로 희망 순위가
결정됨
3. 각 대학별 기 안내된 전공신청요건을 다시 확인할 것. 희망전공을 신청했더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공배정 시 탈락될 수 있음
(하단에 각 대학별 전공배정 신청 조건 재확인)
4. 신청한 희망전공에 모두 탈락될 경우 1학년 진입전공으로 전공이 확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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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학과(부)/전공 신청화면
수정하기

우측 상단 마지막 행 삭제를 통해 희망 순위 수정 가능

1

2

3

<안 내>
1.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마지막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최하위 지망학과
신청 내역부터 순차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1지망 학과 변경을 희망할 경우 모든 신청 내
역 삭제 후 재신청이 가능함
2~3. 신청 내역 삭제 후 2페이지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재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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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학과(부)/전공 신청화면
순위 조회

신청 시 지원 현황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

1

2

3

< 안 내>
1. 배정 총원 : 학과(부)/전공별 배정 인원
2. 1지망 지원자수 : 해당 학과(부)/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한 인원
3. 1지망 지원자 중 순위 : 해당 학과(부)/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한 인원 중 본인의 순위
(1지망을 제외한 후순위 지망 학과의 순위는 산출이 되지 않음)
＊지원자 중 순위는 참고용이며, 실제 사정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신청 시점과 사정 시점이 상이
- 동점자 순위 미반영
* 배정인원 및 지원자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상이함
※ 상기 인원 및 순위는 예시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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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요 일정 안내

<안 내>

1. 희망 학과(부)/전공 1차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0시 ~ 8일(화) 오후 6시
2. 희망 학과(부)/전공 신청 수정 및 최종 입력
- 2021년 7월 2일(금) 오후 3시 ~ 오후 9시
(단, 최종 입력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8시부터는 희망학과 내 성적 순위를 조회
할 수 없으며, 마감 후에는 입력 내역의 변경이 불가함.)
3.

전공 배정 확인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3시 이후 포탈에 접속하여 확인
( 포탈 < 우측 상단에 이름 클릭 > 내 정보 수정 > 상단의 본인 소속 확인)

20200000

기계공학부

김중앙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