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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국제하계대학 본교생 등록 안내

1. 신청기간: 4월 2일(월)~5월 16일(수) 
 - 일부 과목의 경우 조기에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수업기간
 가. 6주) 6월 26일(화)~8월 2일(목) (월~목, 주 4일 수업, 수업 당 100분)
 나. 4주) 6월 26일(화)~7월 19일(목) (월~목, 주 4일 수업, 수업 당 150분)
  ※ 단, 첫째 주는 화~금 수업 진행 예정

3. 수강대상: 고려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국내 타 대학 학부생
  ※ 2018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수강 불가능

4. 수업료: 과목당 40만원(국내 타 대학: 과목당 50만원)

5. 수강신청 정정
 가. 기간: 6월 26일(화) 10:00~6월 29일(금) 17:00
 나.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수업료 환불 기준
  1) 6월 25일(월)까지: 전액 환불
  2) 6월 26일(화)~6월 29일(금): 80% 환불
  3) 6월 29일(금) 오후 5시 이후: 환불 불가

6. 신청방법
 가. 국제하계대학 홈페이지(http://summer.korea.ac.kr) 접속 ☞ Registration ☞ Apply Here 
    ☞ “Korea University Students“ 선택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나. 신청 시 4주 과정 과목, 6주 과정 과목 여부 확인 필수
 다. 전체 교과목 개설 현황 및 학점인정 범위는 포탈 공지사항 참조

7. 등록
 가. 온라인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수업료 송금(KEB하나은행)
 나. 납부기한: 2017년 5월 31일(목)

8. 교과목 개설기준: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9. 취득학점: 고려대학교 학생의 경우 학칙 제8조에 의거하여 6학점(2과목)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제하계대학과 일반 계절학기 수업은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 당해         
   여름학기의 총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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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교생 혜택: 추후 국제처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혜택

11. 학점인정 관련 주의사항(2013학년도부터 적용)
  가. 개설학과에서 승인한 과목에 한해 (부, 이중, 복수)전공필수/선택,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융합전공필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이외, 모든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나. 유사과목이 지정된 과목에 한해, 국제하계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본교 정규학기에 재수강 가능(※   
   유사과목 미 지정 과목은 국제하계대학에서만 재수강 가능)
  다. 유사과목이 지정된 과목은 성적표에 유사과목의 학수번호 및 교과목명으로 자동 반영(예시: ISC111  
   Introduction to Marketing ⟶ BUSS205 마케팅원론)
    ※ 단, 일부 과목은 본교 (부, 이중, 복수)전공필수/선택, 선택교양, 전공관련교양 과목으로 이수구분이  
    인정되더라도 성적표에 국제하계대학 학수번호(ISCXXX) 및 교과목명으로만 표기 가능하며, 일반선택  
    과목의 경우 모두 성적표에 국제하계대학 학수번호 및 교과목명으로만 표기 가능
  라. 정규학기 과목을 국제하계대학 과목으로 재수강 불가

12. 평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험, 과제, 출석, 수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3. 문의: 고려대학교 국제처 국제교육팀(동원글로벌리더십홀 201호)
 ○ 전화: 3290-1152 ~ 1154, 1156, 1598, 1599
 ○ 이메일: isc@korea.ac.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uisc.iwc/
 ○ 홈페이지: http://summer.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