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커뮤니티 등록 신청 방법 P 2~9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P 11~13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P 15~19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P 21~23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로그인

① ‘로그인’ 클릭

※ 회원가입을 안 했다면, 가입 후 진행!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클릭



① ‘커뮤니티’ 클릭

② ‘커뮤니티 목록’ 클릭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커뮤니티 목록



① ‘신청하기’  클릭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신청하기



① ‘커뮤니티 개요’ 입력

② ‘다음’ 클릭

● 커뮤니티 명: 신청, 승인된 커뮤니티명 입력
● 소개글: 대상, 활동목적, 내용 등 간략하게 입력
● 대표 이미지: 커뮤니티 활동 사진 등록

※ 미등록 시 공통 이미지 적용
※ 사진이 없는 경우 활동 개시 후 등록 권장

● 등록기관: 해당 캠퍼스 선택
● 모임주기: 정기/비정기 중 체크

※ ‘정기’의 경우 모임 횟수 기재
● 활동주제: 해당 활동 주제로 1개만 체크
● 관리자 소식 컨텐츠 수정 권한: ‘예’ 체크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커뮤니티 개요



② ‘다음’ 클릭※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이전’ 클릭

① ‘커뮤니티 정보’ 입력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커뮤니티 정보

● 커뮤니티 한마디(선택사항)

● 배너등록(선택사항)

● 커뮤니티 연락처
※ 이메일 필수
※ 나머지 선택사항



③ ‘다음’ 클릭

① ‘커뮤니티 운영자’ 정보 확인
사이트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커뮤니티 운영자

② 운영자 추가
커뮤니티 관리, 회원가입 신청자
승인, 소식글 쓰기 등이 가능한

운영자 등록 가능
50+포털 ID와 이름 입력



② ‘다음’ 클릭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커뮤니티 회워

① 회원 추가
50+포털 ID 정보가 있는 회원은

등록 가능



④ ‘확인’ 클릭③ ‘신청하기’ 클릭

②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① ‘커뮤니티 사업안내’ 확인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커뮤니티 등록 신청하기: 커뮤니티 사업안내



1. 커뮤니티 등록 신청 방법 P 1~9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P 11~13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P 15~19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P 21~23



① ‘마이페이지’ 클릭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마이페이지



임꺽정

① ‘내 커뮤니티’ 클릭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내 커뮤니티



임꺽정

신청중이라 뜨면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것!

임꺽정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승인된 것!

임꺽정

반려라 뜨면
거부된 것! (재신청 가능)

50+커뮤니티

※ 커뮤니티 승인 요청, 문의 등을 위한 연락처는
해당 캠퍼스 홈페이지 [커뮤니티 지원사업 안내] 에서 확인하세요.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내 커뮤니티



1. 커뮤니티 등록 신청 방법 P 1~9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P 15~19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P 11~13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P 21~23



① ‘커뮤니티’ 클릭

② ‘커뮤니티 공간 신청’ 클릭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커뮤니티 공간 신청



① 원하는 날짜 클릭

② 원하는 공간의 시간 클릭

※ 주의!
파란색, 초록색 등

색칠된 시간이 아닌
회색 시간에만 신청 가능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날짜, 시간 선택

※ 공간 신청과 승인
절차, 사용 원칙 등은
캠퍼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안내를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클릭

① ‘신청자정보와 동일’ 체크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신청자 기본 정보

임꺽정
010-1234-5678
lim1234@naver.com



① 일시 , 옵션 등 입력
※ 커뮤니티 대관은 무료, 

화면에 제시되는 비용은 무시하고 진행

④ ‘다음’ 클릭

50+

50+

② ‘커뮤니티플러스 단체 대관’ 체크 후
가입된 커뮤니티 지정

※ 가입된 [내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에만 체크 가능

③ 대관목적, 인원 입력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대관 정보



① 입력 내용 확인

③ ‘대관신청등록’ 클릭

② ‘동의’ 체크

④ ‘확인’ 클릭

※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세요.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등록



1. 커뮤니티 등록 신청 방법 P 1~9

2. 커뮤니티 승인 현황 확인 P 11~13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P 15~19

3. 커뮤니티 공간 신청 방법 P 15~19



① ‘마이페이지’ 클릭

임꺽정

② ‘대관내역’ 클릭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마이페이지-대관내역



임꺽정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① 대관 승인 상태 등 확인



임꺽정

① ‘대관 취소’ 클릭

② ‘대관 취소 사유’ 입력

③ ‘확인’ 클릭

※ 대관 취소 완료되었습니다!

4. 공간신청 승인 현황 확인: 대관 취소하기

※ 당일 취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