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제도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횟수/제한

학사일정에 지정된 기간으로 추후 별도 공지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가능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신청 > 수강신청 유/무 선택 후

신청방법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번복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 신청으로써 서면 제출을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반드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보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은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유보신청자 중 본인의 의사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단 2014년 2월 이전 수료자는 제외됩니다.(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무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
청 불가, 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무 선택 가능)
4.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번복이 절대 불가합니다.
※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전액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졸업유보 횟수(최대 4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예시) 2014년 2월부터 4회 졸업유보 시 2016년 2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6. 기수료자의 경우 졸업희망 또는 졸업유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졸업유보가 됩니다.
7. 졸업유보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8. 사범대생은 졸업유보를 하려는 경우에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교직미이수로 학업연장재
수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비사범대생 중 교직을 미이수한 경우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교직 포기 후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능)

사례

FAQ
1. 졸업유보신청은 1년에 몇 번 있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매 학기 정해진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신청은 7월 중순, 1월 중순입니다.
2. 졸업유보신청을 한 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예정 시기는 다음 학기로 표기됩니다.
(예시) 금번 7월에 졸업유보를 신청한 경우 2015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졸업유보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이나 학점포기가 가능한가요?
⇒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하며 학점포기는 가능(관련 공지 참조)합니다. (단 수강신청 학점 범위 안에서만 가능)
4. 졸업유보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졸업유보(수강신청 유)를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학업연장재수강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
해야 함)

문의처
대학

전화번호

대학

전화번호

공과대학 행정1그룹

02-2220-1697

정책과학대학

02-2220-2764

공과대학 행정2그룹

02-2220-1084

⋆경제금융대학

02-2220-1012, 1020

공과대학 행정3그룹

02-2220-2292

경영대학

02-2220-1177, 1178

공과대학 행정4그룹

02-2220-2302

사범대학

02-2220-1092

의과대학

02-2220-1841

생활과학대학

02-2220-1173

인문과학대학

02-2220-0726

음악대학

02-2220-1223

사회과학대학

02-2220-0813

예술·체육대학

02-2220-2732

자연과학대학

02-2220-0883

간호학부

02-2220-0700

국제학부

02-2220-0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