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표
2018학년도 2학기
월

8

일시

일반휴학, 복학, 재입학 접수(군휴학 제외)

14(화) 18:30

신입생 학사안내(OT)

교학팀
H214(혜화관)

신입생 수강신청

교학팀

20(월) ~22 (수)

재학생 수강신청

교학팀

22(수) ~ 28(화)

재학생 등록

교학팀

23(목) 11:00

2018년 가을 동국대학교 전체 학위수여식

중강당

23(목) 15:00

2018년 가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개별 학위수여식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u-drims 신청

10(월) ~ 14(금)

외국어시험 원서, 면제신청서 접수(1학기 이상 등록한 정보보호학과 재학생)

교학팀

10(월) ~ 14(금)

학점이수제신청원 접수(정보보호학과 5학기생 중 학점졸업희망자)

교학팀

17(월) ~ 21(금)

논문지도교수신청원 접수(정보보호학과 2,3학기 지도교수 미신청자)

교학팀

17(월) ~ 21(금)

종합시험 원서, 면제신청서 접수(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교학팀

신입생 환영회(예정)

학생회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 3부, 초록승인서 1부, 초록발표신청서 1부, 논문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 PPT 자료 제출

교학팀

11(목) 18:00

외국어시험일(정보보호학과)

교학팀

18(목) 18:00

종합시험일

교학팀

20(목) 20:00
1(월) ~ 10(수)

20(토)
10.29(월) ~ 11.2(금)

11

비고

14(화) ~ 16(목)

3(월)~9(일)

10

학사주요내용

1(수) ~ 6(월)

3(월)

9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전공,사이버포렌식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 발표(예정)
학위취득시험 원서접수(5학기생) / 응시료 납부

정보보호전공
u-drims 고지서 출력(응시
료)

5(월) ~ 23(금)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원서접수

5(월) ~ 9(금)

심사용 석사학위 청구논문 3부, 논문승인서 1부 제출 / 심사비 납부(가상계좌)

22(목) 18:30

학위취득시험일(5학기 학점졸업 예정자)

교학팀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각 전공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전형

교학팀

26(월) ~ 30(금)
1(토) 10:00
24(월) ~ 28(금)
21(금)

강의평가 (예정)
종강
석사학위 청구논문 완성본 제출(예정)

12
26(월) ~ 1.4(목)

* 도서관: 인쇄본 6부, 온라인 등록,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
* 교학팀: 논문인준지 원본(도장날인) 1부, 논문납본증 1부

17(월)~21(금)
26(수) ~ 28(금)
1(금) ~ 8(금)
1(금)~8(금)
11(월)

학기말 성적 입력 (교원)
성적 공시
전공 변경 신청원 제출
일반휴학, 복학, 재입학 접수(군휴학 제외)
신입생 학사안내 (OT)

18(월)~22(금)

신입생 수강신청

26(화)~28(목)

재학생 등록

교학팀
u-drims 고지서 출력(심사
비)

u-drims 강의평가
교학팀
중앙도서관
·
교학팀
교학팀
u-drims 확인
학사운영실
u-drims 신청
고순청세미나실
u-drims 신청

2
18(월)

2018년 봄 동국대학교 전체 학위수여식

18(월)

2018년 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개별 학위수여식

20(수)~22(금)

재학생 수강신청

u-drims 고지서 출력
중강당
미래융합세미나실
u-drims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