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안내문
1. 개강 : 2021. 08. 30(월)
2. 학사안내 및 학적정보 조회 : 학교 홈페이지(http://www.sangji.ac.kr)

[학사지원팀]
▶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처리 (☏ 033-730-0122)
1. 성적 이의신청 기간 : 2021. 07. 06(화) ~ 2021. 07. 13(화) 14:00 학사지원팀 도착서류에 한함
[2021. 8월 졸업예정자는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 최종학기(2021-1학기) 취득성적에 한하여 학점포기 신청]
2. 성적 정정 후 확인 : 2021. 07. 16(금) 15:00 이후 학교홈페이지 “학적정보시스템”(성적표 발송하지 않음)
3. 성적 및 기타 문의사항 : 각 학과(부) 사무실

▶ 휴학 (☏ 소속단과대학 교학지원팀 )
1. 미등록자 휴학 접수기간 : 2021. 08. 16(월) 09:00 ~2021. 09. 10(금) 15:00까지
2. 미등록 휴학기간이 경과된 2021. 09. 13(월)부터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상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사, 질병휴학은 보호자 허락 하에 신청할 것]
3. 소속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전화번호
단과대학명
전화번호
팩스
비고
인문사회과학대학
033)730-0201, 0202
033)730-0203
동악관 1층
경상대학
033)730-0301, 0302
033)730-0303
동악관 1층
생명환경과학대학
033)730-0501, 0502
033)730-0503
응용식물관 3층
융합기술공과대학
033)730-0401, 0402
033)730-0403
이공1관 3층
예술체육대학
033)730-0602
033)730-0603
예술관 2층
한의과대학
033)730-0652
033)730-0653
한의대 3층
보건의료과학대학
033)738-7651
033)738-7653
한울관 2층
평생교육융합대학
033)738-8236
033)738-8237
영서관 3층
교양대학
033)730-0202
033)730-0203
동악관 1층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 교직과정 이수신청 (☏ 033-730-0707)
1. 신청기간 : 2021. 08. 30(월) ~ 09. 03(금)
2. 신청자격 :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의 2학년 재학생
3.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 : 학교홈페이지 “수강편람” 참조

▶ 수강신청 (☏ 033-730-0383)
1.
2.
3.
4.
※

수강신청기간(학년별) : 2021. 08. 02(월) ~ 08. 05(목) 10:00~17:00[학년별 일자 :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수강신청기간(전학년) : 2021. 08. 09(월) 10:00 ~ 08. 10(화) 17:00
수강신청기간(복학생) : 2021. 08. 25(수) 10:00 ~ 08. 26(목) 17:00
수강변경기간(전체) : 2021. 08. 30(월) 10:00 ~ 09. 03(금) 23:00
복학생은 복학일자에 상관없이 복학생 수강신청기간에만 가능

[학생행복팀] (☏ 033-730-0137~0138)
1.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성적, 상지희망나눔 등) 확인 : 2021. 08. 19(목) 등록고지서 표기 예정
2. 기타 장학(학비감면) 처리
가. 대상장학 : 화목장학, 공무원, 부사관, 군위탁생, 원주상공회의소회원가입업체 직원, 새터민, 다문화가정장학
나. 신청기한 : 당초 신청기간[2021. 06. 28(월) ~ 07. 09(금)]에 학비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미등록한
상태에서 등록기간[2021. 08. 23(월) ~ 08. 27(금)]내에 사전감면 신청 후 등록(추가등록기간)바람
다. 유의사항 : 기한 내 학비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학비감면 처리되며, 위 신청기간에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학비감면신청이 추가 처리 되지 않음
3. 국가장학 2차 신청 예정 : 2021. 08. 17(화) ~ 09. 16(목) 18:00
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참조)

[회계팀] (☏ 033-730-0162~0163)
1.
2.
3.
4.

등록기간 : 2021. 08. 23(월) ~ 08. 27(금)
등록장소 : 신한은행, 농협 전국지점(단, 분할납부자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기타사항 : 학교홈페이지 등록공지 참조
분할납부 신청기간 및 장소 : 2021. 08. 20(금) ~ 08. 27(금) / 학교홈페이지 “학적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변동사항 발생 시 : 학교홈페이지 등록공지에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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