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가.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9. 1. 29.(월) 10:00 이후(입시홈페이지 합격자조회 후 출력 가능)
나. 등록기간 : 2019. 1. 30.(수) 09:00 ~ 2. 1.(금) 16:00
다. 문의 : 재무회계과 (031-467-8223)
* 학교 사정에 따라 고지서 출력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가. 일시 : 2019. 2. 22.(금) 14시
나. 장소 : 기념관 4층 대회의실

3. 편입생 수강신청 안내
가.
나.
다.
라.

수강신청 기간 : 2019. 2. 22.(금) 15:00 ~ 25.(월) 23:59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19. 3. 5.(화) 10:00 ~ 8.(금) 23:59
수강신청 책자 수령 :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소속 학부(과)장실
문의 : 학사관리과(031-467-8206~7)

4.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정부학자금대출안내
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9. 1. 29.(화) ~ 3. 6.(수)
나. 정부학자금대출 신청기간
1) 든든 / 일반 : 2019. 1. 9.(수) ~ 4. 17.(수)
2) 농어촌 융자(1차) : 2019. 1. 2.(수) ~ 1. 11.(금)
3) 생활비 대출 : 2019. 1. 9.(수) ~ 5. 8.(수)
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31-467-8254(학생지원과)
※ 정부학자금대출(든든/일반) 이자율은 2.20%입니다.

5.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가.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8.(금)
나. 신청방법 : 성결대학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지원과로 방문 제출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참고)
다. 문의전화 : 031-467-8254, 8209(학생지원과)

6. 학술정보관 이용자 교육 안내
가. 일시: 2019. 3. 4.(월) ~ 14.(목)
나. 시간: 11시 ~ 11시40분 / 13시 40분 ~ 14시 20분 / 15시30분 ~ 16시10분 (교육시간 : 40분)
다. 장소: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라. 교육내용: 학술정보관 소개 및 이용방법, 각층 투어
마. 문의: 이용자교육 담당 (031-467-8267)
* 동영상 시청 → 학술정보관 각 층 투어(스탬프확인) → 확인 종이 제출 → 이용자 교육 이수 처리
(불이수시 학술정보관 자료 대출이 제한됩니다)
*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7. 편입생 생활관 신청
가. 접수기간
1) 접수 : 2019. 2. 7.(목) ~ 2. 15.(금) 오후 5시(편입생)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결대학교 홈페이지(www.sungkyul.ac.kr) 공지사항(일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전화 : 031-467-8230 (성결대학교 생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