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 전공제도 신청 및 포기
업무 상세 매뉴얼(학생용)
교무처학사팀

2017.5.11(목)

전공제도 신청/포기 전체 흐름도
2017.5.10(수)-5.11(목)
제1학술관 101호
전공제도설명회

5.15~5.19
융합전공페어
신청/포기기간

6.15~6.23
성적입력 및 열람/정정
계절)~ 7.18(화)

8.2~8.4
졸업사정

7월 중순
성적완료

해당 학생
신청-접수-결재
(지원대학)

학위번호 부여 전

8.17
학위수여식

수강신청 전

1) 단과대학별 심사 내규 확인 및
신청/포기 입력(해당 서류 제출)
접수-심사-내부결재-결재
결과개별확인(다전공)

신청취소(다전공)
(지원대학)

2) 접수-심사-내부결재-결재
결과통보확인(복수)

인정학점+
선수강지정
(복수전공)

3) 사유 접
수 후 ‘반려

신청취소(복수)
(지원대학)

★졸업사정 전에
사유 접수 후 ‘반려’

포기-접수-결재
(소속대학)

4) 포기원 제출
시 즉시 결재

졸업연기원
(소속대학)

다중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을 시 졸업을
연기하고 잔여학점을 이수
(추후 공지/6.7~6.9)

★★성적
완료 후
결재(복수)

[신청-결재] 1) 접수-심사-결재에 따른 모든 과정은 결과확인 일(6월 중순, 8월초)에 맞춰 단과대학별로 진행하며 심사 내규 및 자세한 사항은 단과대학별 공지 사항
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 복수전공은 졸업사정 후 졸업 가능 여부 확인 후 심사-결재이므로 7월 중 결재. 선발된 학생은 수강신청 전까지 학점인정 및 선수강 지
정 과정이 있습니다(추후공문안내). 또한 졸업사정 후 복수전공 미선발 된 학생이 주전공의 졸업유보를 신청해야 할 경우 학위번호 부여 전 별도 신청(학과사무실
문의).
[신청취소] 3) 신청기간 후 신청 취소일 경우 학생은 선발 되기 전에 지원 대학 행정팀에 사유서(별도서식 없음)를 제출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졸업사정 전에 지원
대학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사유를 제출하오니 ‘반려＇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의 경우 ‘반려’가 입력되어야 주전공 졸업이 가능합니다.

[포기-결재] 4) ①기존 부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전공의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원을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하고 제출-결재-완료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포기원 제출시 바로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다중전공 포기 시에는 동일 전공의 부전공으로 바로 전환 가능합니다.(체크박스 확인)
③부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동일 전공의 다중전공을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이후 부전공은 자동 취소됩니다. 단 복수전공의 경우, 부전공과 동일 전공의 복수전공을
신청할 시 부전공의 자격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부전공은 포기해야 합니다. ★ ★ 복수전공 포기의 경우 수강신청과 관련이 있으므로 성적완료 후 포기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제도 신청 안내 –

부전공,다중전공(제2/3전공),연계/융합전공

1.

신청기간: 2017.5.15(월) ~ 2017.5.19(금)

2.

신청방법: HY-in로그인 ⇒ 신청 ⇒ 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 ⇒ 신청구분 입력 ⇒ 저장

3.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단, 학과(전공)별 필요 시 요청서류 제출할 수도 있음/학업계획서 등)

4.

신청자격: 1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

5.

결과확인: HY-in(신청 –전공관리의 전공신청/포기)에서 개별 확인(6월 중순 개별 확인)

6.

유의사항
가. 지원가능학과: 융합공학과, 약학대학, 회계세무학과,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전대학 전학과
나. 융합전공(디자인공학전공,글로벌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신산업소프트웨어전공)은 ‘신청구분’ 제2전공에서 각 전공명으로 신청
다. 부전공은 1개 학과만 신청 가능하며 다중전공은 2개까지 신청 가능
라. 부전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전공의 다중전공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다중전공 합격 시 부전공 자동 취소됨.
마. 기존 부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전공의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원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고 제출-결재-완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포기- 신규 신청이 모두 되어야 함을 주의 요망
바. 신청 기간에 신청 취소는 심사 내부 결재 전에 지원 대학 행정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사유서 별도 서식 없음)

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 학생이 전공제도 이수 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포기 가능(포기절차 해당부서 문의)
7.

학점이수 및 세부사항은 ERICA 학사안내 참고(전공제도<=클릭)

전공제도 신청 안내 -

복수전공

1.

신청기간: 2017.5.15(월) ~ 2017.5.19(금)

2.

신청방법: HY-in로그인 ⇒ 신청 ⇒ 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 ⇒ 신청구분 입력 ⇒ 저장

3.

제출서류: [신청서]와 [학기별성적조회표*] 외 학과(전공)별 요청서류 지원대학 행정팀에 제출
(*HY-in → MY홈 → 성적 → 성적/졸업사정조회 → 학기별성적조회 → 학기별성적 출력)

4.

신청자격: 2017. 8월 졸업예정자

5.

결과확인: 2017. 8월 초 단과 대학별 개별 공지(또는 유선통보)

6.

유의사항
가. 지원가능학과(캠퍼스 교차 지원 가능): 의과대학, 사범대학, 산업융합학부, 약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회계세무학과,
예체능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다만,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동일계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합격 후 수강신청 전까지 학점인정 및 선수강 교과목 지정을 완료해야 함

다. 주전공 졸업요건을 이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청 ‘반려＇됨. 겨울 계절학기 포함, 졸업요건이 통과되어야 심사 진행됨.
라. 복수전공 심사 탈락 시에는 바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 기회는 없음(심사 탈락 후 졸업유보 신청을 원할 시
학위 번호 생성 전 별도 신청/학과사무실 문의)
마. 취업, 진학 등의 이유로 신청 취소는 졸업사정(8월2일~8월4일) 전에 지원대학 행정팀과 소속대학 행정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사유서 별도 서식 없음).

바. 부전공과 동일 전공의 복수전공을 신청할 시 부전공의 자격의 효력은 상실됨(부전공 포기 후 신청이므로 단일전공 이수 기준으
로 졸업 조건이 변경됨)
7.

학점이수 및 세부사항은 ERICA 학사안내(전공제도<=클릭), 서울 학사안내(전공<=클릭)

전공제도 포기 신청 안내 -

전체

1.

신청기간: 2017.5.15(월) ~ 2017.5.19(금)

2.

포기방법: HY-in로그인 ⇒ 신청 ⇒ 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 ⇒ 신청구분 입력 ⇒ 저장/출력

3.

제출서류: 포기 신청서 1부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미제출시 처리 불가)

4.

유의사항
가. 다중전공 포기하면서 부전공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전공 인정여부]에 (▣ 예) 체크 해야함.
- 부전공 전환 시점을 신청 시점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의 교육과정을 적용함
나. 전공제도 포기 시 단일전공 이수 기준으로 졸업사정을 받게 되므로 졸업/전공학점이 변동됨
다. 공학교육프로그램 참여학과 학생 중 전공제도를 포기 할 시 별도 절차 없이 공학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진입되며
선후수 이수 체계에 의해 졸업사정 되므로 전공제도 이수 중에도 이수 체계를 준수해야함
라. 복수전공 이수 도중 포기할 경우 복수전공 포기 결재는 해당 학기 성적처리가 끝난 후 처리되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학기에
주전공의 학위가 수여됨.

전공제도 신청/포기 제출서류 안내

구분

부/다중/연계
/융합 전공

신청자격

신청방법

1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HY-in로그인-신청-

있는 재학생

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제외)

신청구분(신청) 선택-저장

HY-in로그인-신청신청

복수전공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신청구분(신청) 선택-저장출력

제출서류

결과확인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학과(전공)별 별도

2017년 6월 중순

요청서류 있을 수 있음

(개별확인)

(학업계획서 등)

*신청서 1부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외
학과(전공)별 별도 요청서류
(학업계획서 등)

2017년 8월 초
(SMS, 유선통보)

- 지원대학 행정팀에 제출

* 복수전공의 경우는
신청취소

신청기간 완료 후 부득이

졸업사정 전에 제출,

*사유서 1부(별도서식 없음)

접수 후 ‘반려‘

취소해야 할 때

* 다전공의 경우는 심사

- 지원대학 행정팀에 제출

(개별확인)

전에는 제출해야 함

HY-in로그인-신청포기

전체

해당자

2017년 6월 말

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

*포기신청서 1부

단,복수전공의

신청구분(포기) 선택-저장-

-주전공 행정팀에 제출

경우 당해 학기

출력

성적완료 후 처리

전공제도 신청/포기 화면(학생화면)

HY-in

▶ HY-in 로그인 →신청 →전공관리 →전공신청/포기→신청구분 →선택 → 저장

0000

000
000
000

담당부서 연락처

031-400-4218
학사팀(ERICA)

(한양대 홈페이지 하단 사이트 바로가기 – 학사안내(ERICA))
(http://ehaksa.hanyang.ac.kr)

공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전공)

디자인공학전공

031-400-4015

031-400-5260
031-406-8397

언론정보대학
(글로벌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031-400-5420

경상대학

031-400-5610

신산업소프트웨어전공

031-400-5884

디자인대학

031-400-5684

과학기술대학

031-400-5455

예체능대학

031-400-5724

공학교육인증센터

031-400-5042

학사팀(서울)

02-2220-0066

국제문화대학

031-400-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