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하계 계절수업 수학 안내
1. 수업 기간: 2021. 6. 22.(화) ~ 2021. 8. 2.(월) (강좌별로 종강일 상이)
2. 지원 자격 및 기한
가. 지원 자격: 소속 대학 총장의 수학 허가를 받은 자
※ 자격 제한: 서울대 학점교류 내역이 있는 학생 중, 서울대 기이수 성적 평점평균이 2.3 미만인 자
또는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자
나. 지원기한: 2021. 4. 22. (목) 18:00
※ 원소속 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3. 수강편람 및 강의계획서 열람
가. 수강편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 → 주요 서비스 → 수강편람 → 강좌검색
나. 강의계획서: 수강신청사이트(sugang.snu.ac.kr) → 강좌검색 → 강좌 선택 → 상세정보(강의계획서)
4. 교류 승인 및 수강 신청
가. 교류 승인: 2021. 5. 3.(월) 소속 대학에 공문으로 승인 여부 및 학번 안내
※ 서울대학교에 신규로 학점교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이메일로 학번/비밀번호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원소속 대학에 학번 문의 요망(서울대에 기존 학점교류
내역이 있는 학생이라도 신규학번/PW 수신하였을 시 신규학번/PW 사용)

나. 수강 신청 및 변경: 수강 신청 사이트(sugang.snu.ac.kr)에서 직접 신청 또는 변경
- 수강 신청: 2021. 5. 10.(월) ∼ 2021. 5. 12.(수) (공휴일, 주말 제외)
- 수강 변경: 2021. 5. 17.(월) ∼ 2021. 5. 20.(목)
다. 신청가능학점: 교류 학생의 원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름
5. 수강료: 서울대학교에 납부(납부 방법은 추후 교류 승인 통보 시 안내 예정)
가. 이론 과목: 1학점당 40,500원
나. 실험·실습과목(체육실기 포함)
: 1학점당 45,500원(단, 볼링, 수영 등 외부시설 이용 수업은 장소 사용료 별도 부담)
6. 기타사항
가. 성적 통보: 2021. 8. 13.(금) 예정
※ 성적은 원소속 대학에 공문으로 일괄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날짜 이전에 성적 개별 통보는
불가하니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원소속 대학의 졸업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요망
나. 문의처
- 교류 및 학번 관련: 원소속 대학
- 기타 문의: 서울대학교 학사과 정윤이(liuny@snu.ac.kr)
※ 안내문에 이미 공지된 내용(교류승인일, 수강신청일정, 수강 변경 등) 문의 시 미회신
기숙사 관련 사항은 관악학생생활관(02-881-9200)으로 문의 요망
다. 해당 안내문은 대학별로 한 건만 발송되니 학부/대학원 학점교류를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관련 부서 간 해당 공문 및 안내문 공유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