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대학원 학위수여식 안내
귀하의 영광스런 학위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 오프라인 학위수여식은 정부의 코로
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학위수여자 및 가족이 졸업에 대한 축하와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을 준수하는 선
에서 아래와 같이 축사 영상 업로드, 학위복 대여, 포토존 설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문시 참고하여 졸업 축하 기
념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2월 졸업생에게 전하는 축하 메시지 영상
l 내용 : 축사 영상 youtube 업로드 예정
l 일시 : 2021.02.19.(금) 10:30AM
※ URL는 추후 학위수여자를 대상으로 SMS 발송 예정입니다.
2. 학위복 대여(및 반납)
소속 구성원 모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학위복 대여 및 학위기 배부는 학교 전
체의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 석사 : 2021.02.25.(목)~02.26.(금)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가능)
- 대여 : 국제관 313호
- 반납 : 국제관 308호
※ 건물 출입 및 학위복 대여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학생증 지참)
※ 학위복 대여시 쇼핑백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박사 : 2021.02.25.(목)~02.26.(금) 09:00~16:00 개인별로 준비하여 착용 (가운, 후드, 모자)
- 학위복 대여업체 : 성의사 02-754-7650, 춘추사 02-312-6661
3. 학위기 배부: 2021.02.25.(목)~02.26.(금)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가능)
- 석사 : 국제관 307호
- 박사 : 국제관 311호
※ 석사는 학위복 반납 후 학위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영문이름 확인 및 수정:
l 영문 학위기 제작을 위해 2021.02.08.(월)까지 본인 영문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HY in] → MY홈 → 기본설정 → 신상정보정정
※ 학위기 재발행시 비용이 발생하므로(30,000원/1부) 학생의 full name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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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토존 설치 관련 안내사항
l 포토존 및 주차 안내 2021.02.10.(수)경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6. 코로나19 관련 방문자 유의사항
l 건물 출입은 학위수여자 본인만 가능(신분증 지참, 건물 출입 지침 준수)
l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방문 불가
l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
l 사진 촬영 및 대기시에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l 구내식당 이용 자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