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16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표
2016.03.01. - 2016.08.31.
기간 (요일)
1월 4일 (월) ~

내

1월 29일 (금)

1월 5일 (화)

용

신청방법/신청장소

대상

2016학년도 1학기 장학대상자 경력증명서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1, 2, 3, 4기, 복학생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마감

백남학술정보관

논문신청자
휴학생

1월 25일 (월) ~

1월 29일 (금)

2016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한양인(HY-in)

2월 1일 (월) ~

2월 5일 (금)

201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교육대학원 행정팀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범대학 본관 2층 213호 (17:00~18:50)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한양인(HY-in)

2월 19일 (금)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올림픽체육관

2월 중순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예정

2, 3, 4, 5기

2월 16일 (화)
2월 18일 (목) ~

2월 22일 (월)

제적자, 영구수료자(재학연한초과자) 중
재입학 희망자

1, 2, 3, 4, 5기

2월 22일 (월) ~

3월 4일 (금)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 신청

한양인(HY-in)

2, 3, 4, 5기

2월 24일 (수) ~

2월 26일 (금)

수강신청 정정(수강인원 증원 포함)

한양인(HY-in)

1, 2, 3, 4, 5기

~

2월 26일 (금)

201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동의서 제출 마감

① 한양인(HY-in)에서 관련 공문 출력
②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동의서 제출
③ 2016-1학기 수강신청 (교육실습)

3월 2일 (수)

2016년도 1학기 개강

201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수강신청(예정)자

학기개시일

3월 2일 (수) ~

3월 4일 (금)

수강신청 최종 정정

한양인(HY-in)

1, 2, 3, 4, 5기

3월 2일 (수) ~

3월 4일 (금)

신입생 휴학 신청

한양인(HY-in)

1기

3월 7일 (월) ~

3월 11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변경원 입력

한양인(HY-in)

연구계획서제출자 중
논문지도교수 변경자

3월 7일 (월) ~

3월 11일 (금)

어학시험 신청

한양인(HY-in)

어학시험 응시예정자

3월 7일 (월) ~

3월 11일 (금)

어학시험 면제 신청

면제 신청서류 제출

3월 7일 (월) ~

3월 11일 (금)

종합시험 신청

한양인(HY-in)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예정

3월 10일 (목)

1, 2, 3, 4, 5기
4기 이상
교육실습 수강신청자

3월 14일 (월) ~

3월 18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입력

한양인(HY-in)

3월 14일 (월) ~

3월 25일 (금)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등록

교육대학원 행정팀

3월 28일 (월) ~

4월 3일 (일)

종합시험/학위취득시험

전공별 실시

종합시험/학위취득시험 응시자

3월 30일 (수) ~

4월 8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전공별 실시

5기, 수료자

4월 1일 (금)

어학시험

1시간(19:00 - 20:00)

4월 15일 (금)

종합시험/학위취득시험 합격자발표

한양인(HY-in)

4월 18일 (월) ~

4월 22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

한양인(HY-in)

4월 18일 (월) ~

4월 25일 (월)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4월 22일 (금)

어학시험 합격자발표

한양인(HY-in)

5월 중순

2016학년도 후기 신입학 원서접수 및 서류접수

예정

5월 중순

춘계학술세미나

예정

3기 이상 미입력자
1기

어학시험 응시자
종합시험/학위취득시험 응시자
5기, 수료자
논문신청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어학시험 응시자

5월 2일 (월) ~

6월 10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전공별 실시

5월 23일 (월) ~

6월 22일 (수)

인터넷 강의평가 실시

예정

5월 23일 (월) ~

5월 27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

교육대학원 행정팀

논문심사 취소 희망자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변경원 입력 및 제출

한양인(HY-in), 교육대학원 행정팀

논문심사위원 변경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목 수정(최종)

한양인(HY-in)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예정

2016학년도 후기 신입학 필기 및 면접시험

예정

성적입력 및 열람

예정

6월 17일 (금)

석사학위청구논문 성적 제출 마감

교육대학원 행정팀

6월 21일 (화)

2016학년도 1학기 종강

5월 30일 (월) ~
6월

6월 10일 (금)

초

6월 중순
6월 13일 (월) ~

6월 22일 (수)

5기, 수료자

논문제목 변경자

논문신청자

6월 22일 (수) ~

8월 31일 (수)

하계방학

학기종료일

7월 1일 (금) ~

7월 29일 (금)

2016학년도 2학기 장학대상자 경력증명서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팀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마감

백남학술정보관

논문신청자

한양인(HY-in)

휴학생

7월 1일 (금)
7월 25일 (월)

~ 7월 29일

8월 1일 (월) ~

(금) 2016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8월 5일 (금)

2016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교육대학원 행정팀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정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한양인(HY-in)

8월 19일 (금)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올림픽체육관

8월 중순 이후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예정

8월 10일 (수)
8월 18일 (목) ~

8월 22일 (월)

1, 2, 3, 4기, 복학생

제적자, 영구수료자(재학연한초과자) 중
재입학 희망자

1, 2, 3, 4, 5기

2, 3, 4, 5기

8월 29일 (월) ~

8월 31일 (수)

수강신청 정정(수강인원 증원 포함)

한양인(HY-in)

1, 2, 3, 4, 5기

8월 22일 (월) ~

9월 2일 (금)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 휴학 신청

한양인(HY-in)

2, 3, 4, 5기

~

8월 31일 (수)

2016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동의서 제출 마감

① 한양인(HY-in)에서 관련 공문 출력
②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동의서 제출
③ 2016-2학기 수강신청 (교육실습)

* 상기의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수강신청(예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