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양대학교 서울캠 졸업앨범 촬영 일정
모이는시간
오전(9:30)

장소

9월10일(월)

실내
야외

오전(10:30)

실내
야외

오후(12:00)

실내
야외

오후(1:00)

9월11일(화)

9월12일(수)

9월13일(목)

9월14일(금)

9월17일(월)

건축공학부, 단체 12시

생체공학전공, 단체 12시

정책학과, 단체 12시

국제학부, 단체 12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단체 12시

교육학과, 단체 11시30분

국어교육과, 단체 11시30분

철학과, 단체 11시30분

건설환경공학과, 단체 11시30분

사학과, 단체 11시30분

에너지공학과, 단체 9시30분

경제금융학부, 단체 9시30분

미래자동차공학과, 단체 9시30분

정보시스템학과, 단체 9시30분

영어영문학과, 단체 9시30분

오후(3:00)

사회학과, 단체 12시

피아노과, 단체 2시20분

영어교육과, 단체 2시

성악과, 단체 3시

무용학과, 단체 3시

작곡과, 단체 2시

응용미술교육과, 단체 2시

화학과, 단체 2시10분

유기나노공학과, 단체 2시

독어독문학과, 단체 2시

산업공학과, 단체 2시10분

도시공학과, 단체 12시10분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단체 12시10분

의류학과, 단체 12시10분

국악과, 단체 12시10분

신소재공학부, 단체 12시10분

국어국문학과, 단체 3시40분

중어중문학과, 단체 3시20분

행정학과, 단체 3시20분

자원환경공학과, 단체 3시

체육학과, 단체 2시50분

생명공학전공, 단체 3시20분

파이낸스경영학과 , 단체 2시50분

교육공학과, 단체 3시20분

스포츠산업학과, 단체 2시50분

관광학부, 단체 3시20분

실내

수학과, 단체 4시30분

수학교육과, 단체 4시30분

원자력공학과, 단체 4시30분

연극영화학과, 단체 4시30분

식품영양학과, 단체 4시30분

야외

기계공학부, 단체 2시30분

경영학부, 단체 2시30분

융합전자공학부, 단체 2시30분

전기공학전공, 단체 2시30분

컴퓨터공학부, 단체 2시30분

실내
야외

간호학부

건축학부, 단체 11시
화학공학전공, 단체 2시30분

야외
오후(2:30)

우천예비일

생명과학과, 단체 1시

야외
실내

9월28일(금)

물리학과, 단체 1시30분

실내

오후(1:30)

9월19일(수)

정치외교학과, 단체 4시50분
관현악과, 단체 4시30분
응용시스템학과, 단체 3시

모이는 장소 : 야외집결- 역사관(구 본관) 앞 / 실내집결-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
★★ 학생들은 스케줄표 좌측의 모이는 시간을 기준하여 10분전에 집결장소로 모여주세요.
***지각시 조 편성시 누락 될 수 있으며, 연쇄적으로 촬영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학과 단체사진 촬영을 위해 오시는 교수님들은 단체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 단체사진 촬영 시간이 되면 교수님이 나오시지 않더라도 학과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단체사진 촬영 소요시간 5~10분 내외

각 학과의 행사 및 전공시간 등을 확인 후 스케줄 변경이 필요한 경우

8월2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두드림멀티미디어 010-3545-2159

※ 스케줄표상의 빈 공간은 빈 시간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시간이므로 참고해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