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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국립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일정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2020.10.08.)』에 의거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서울대학생(OUT)은 반드시 [포털] - [학생공지]에서 대학별 접수기간을 확인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학사과에 도달한 공문에 한하여 접수)

연번 대학명 접수기간 수강신청기간 수업기간 수용가능인원

1 강원대학교
∼ 7.21.(수) 

17:00
’21.8.18.(수)
∼ 8.20.(금)

’21.9.1.(수)
∼ 12.20.(월)

100명(예정)

2 경북대학교
~ 7.21.(수)

17:00
’21.8.10.(화)
∼ 8.12.(목)

’21.9.1.(수)
∼ 12.17.(금)

100명(예정)

3 경상국립대학교
~ 7.19.(월)

17:00
‘21.8.9.(월) 
~8.12.(목)

‘21.9.1.(수)
~12.20.(월)

100명(예정)

4 부산대학교
~ 7.23.(금)

17:00
‘21.8.11.(수)
~ 8.13.(금)

‘21.9.1.(수)
~12.18.(토)

100명(예정)

5 서울대학교 ~ 7.8.(목)
’21.8.10.(화) 
~ 8.18.(수)

’21.9.1.(수)
~ 12.14.(화)

각 대학 학과(부) 
정원의 1/10 이내

6 전남대학교
~ 7.21.(수) 

17:00
’21.8.6.(금) 
~ 8.13.(금)

’21.9.1.(수)   
~ 12.17.(금)

100명(예정)

7 전북대학교
7.14.(수)

∼ 7.16.(금)
17:00

’21.8.5.(목) 
~ 8.17.(화)

’21.9.1.(수)   
~ 12.17.(금)

100명(예정)

8 제주대학교
~ 7.23.(금)

17:00
‘21.8.11.(수) 
~8.13.(금)

‘21.9.1.(수)
~12.21.(화)

100명 이내
(모집단위별 20%이내)

9 충남대학교
~ 7.16.(금)

17:00
’21.8.9.(월)
~ 8.13.(금)

’21.9.1.(수)
~ 12.17.(금)

100명(예정)

10 충북대학교
~ 7.19.(월)

17:00
‘21.8.2.(월) 
~8.6.(금)

‘21.9.1.(수)
~12.21.(화)

100명(예정)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교류학생 특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교류학생 특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교류학생 특전】 

교류 신청 시 성적제한 없음교류 신청 시 성적제한 없음교류 신청 시 성적제한 없음(학사경고자 제외)(학사경고자 제외)(학사경고자 제외):::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성적부여 시 절대평가 적용: 성적부여 시 절대평가 적용: 성적부여 시 절대평가 적용: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생활관비 지원생활관비 지원생활관비 지원(본교학생 지원)(본교학생 지원)(본교학생 지원): 전남대, 전북대: 전남대, 전북대: 전남대, 전북대
생활관 우선배정생활관 우선배정생활관 우선배정(정원조정가능):(정원조정가능):(정원조정가능):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생활지원장학금 지원생활지원장학금 지원생활지원장학금 지원(정원조정가능):(정원조정가능):(정원조정가능):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 학사교류 세부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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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3.(금)까지
※ 수강학점 : 우리대학교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 수강 가능
※ 재학생만 추천 가능

선발결과공지 2021. 7. 28.(수)까지 ※ 선발결과, 학번 소속대학 송부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20.(월)

성적송부 2022. 1. 4.(화) 이후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성적 확정 후 소속대학 통보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7월말까지 게시 예정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 KNU 알림 - 학사공지

예비수강신청 2021. 8. 3(화) 10:00 ~ 8. 4.(수) 17:00
※ http://sugang.kangwon.ac.kr
(ID: 임시학번, PW: 주민번호 앞자리)  
※ 본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확정 필요

수강신청 2021. 8. 18.(수) 10:00 ~ 8. 20.(금) 17:00
※ http://sugang.kangwon.ac.kr
(ID: 임시학번, PW: 주민번호 앞자리)
※ 사전에 수강편람 조회 후 수강신청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09:00 ~ 9. 3.(금) 17:00 ※ http://sugang.kangwon.ac.kr
(ID: 임시학번, PW: 주민번호 앞자리)

수강신청취소 2021. 9. 6.(월) ∼ 9. 10.(금)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KNU 알림-학사공지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

 나. 학생증 발급 : 홈페이지 대학생활 증명서발급 학생증발급(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이용가능 시설물 : 도서관 등

 다. 생활관 신청: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학생생활관 : 033-250-8065, 8073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생활관 : 033-570-6473(삼척), 033-541-5462(도계)

 라. 정기주차권 발급: 교통통제실(033-250-7034)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학사지원과(033-250-6017)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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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2021학년도 1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3.(금) ※ 수강가능학점: 21학점

선발결과공지 2021. 7. 30.(금) ※ 선발결과, 학번 등 공문 통보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17.(금)

성적송부 미정 ※ 평가 기준: 절대평가, 통보방식: 공문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12.(월) 본교 홈페이지>교육>학사행정>수업시간>강의계획서에서 대상 강좌 확인

예비수강신청 2021. 7. 20.(화)~7. 22.(목) 교류학생은 일정상 신청 불가

수강신청 2021. 8. 10.(월)~8. 12.(목)
1. 방법 :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http://sugang.knu.ac.kr)
2. 유의사항 :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수강신청변경

2021. 9. 2.(목) 12:00~
            9. 3.(금) 18:00
      9. 6.(월) 09:00~
            9. 7.(화) 18:00

1. 방법 :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과목의 수강신청: 수강신청 홈
페이지(http://sugang.knu.ac.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수강정원 초과 과목의 수강신청: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http://yes.knu.ac.kr) 로그인 → 수업/성적 → 수업 → “수강정원
변경원”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 담당교수 승인 → 수강변경기
간까지 학생 소속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승인 처리

2. 유의사항 :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수강정정
2021. 9. 15.(수) 09:00~
           9. 16.(목) 14:00

1. 방법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http://yes.knu.ac.kr) 로그인 → 수업/성적 
→ 수업 → “수강정정신청원”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 담당교수 
승인 → 수강정정기간까지 학생 소속대학(원) 행정실에서 승인 처리
2. 유의사항 :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수강신청취소 취소제도 없음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관련문의: 재무과(053-950-2623))

 나. 학생증 신청방법 관련문의: 학생과(053-950-2097))

    - 이용가능 시설물 : 도서관, 실험실습실(해당 학과(부) 문의) 등

 다. 생활관 신청기간 및 방법 관련문의: 생활관(053-950-6681∼2))

 라. 정기주차권 발급: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053-950-2524))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학사과(053-950-2065)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북 대 학 교 총 장

http://sugang.knu.ac.kr
http://sugang.knu.ac.kr
http://yes.knu.ac.kr
http://yes.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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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2.(목) 18:00

선발결과공지 2021. 7. 30.(금) 소속대학으로 통보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20.(월)

성적송부 2022. 1. 4.(화) (예정) 평가방식 : 절대평가
통보방식 : 소속대학으로 통보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수업시간표)

2021. 7. 27.(화) 14시 
이후부터 확인가능

수업시간표 공지: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www.newgh.ac.kr) 
→ GNU Today→ 공지→ 학사 내 게시글 참조

예비수강신청
(관심교과목 담기)

2021. 8. 3.(화) ~ 8. 5.(목)
강의계획서 열람: 수강신청사이트▶관심과목 담기▶과목
조회 및 선택▶강의계획서 ‘보기’클릭
관심교과목 담기는 실제 수강신청이 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수강신청 2021. 8. 9.(월) ~ 8. 12.(목)

인터넷 및 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 이용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 9. 7.(화)

수강신청취소 2021. 9. 23.(목) ~ 9. 29.(수)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 (학사지원과 055-772-0142, 행정지원과 055-772-4507)

 나. 학생증 발급 : 교내 시설물 및 도서관 등의 이용은 차세대정보시스템 및 모바일로 이용가능

 다. 생활관 신청 : 학생생활관(055-772-0706) 문의

 라. 정기주차권 발급 : 모든 재학생은 학내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음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과(055-772-0142)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국 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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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7.(화)까지 ※ 신청학점은 소속 대학교의 기준에 따름

선발결과공지 2021. 7. 29.(목) ※ 선발결과는 소속 대학으로 통보함
  (우리 대학 학번 및 비밀번호 등 공문으로 안내)

수업기간 2021. 9. 1.(수) ~ 2021. 12. 18.(토)

성적송부 2022. 1. 6.(목) 예정

※ 상대평가 원칙
※ 백분위 성적(100점 만점 기준)과 성적등급(A+~F)이 

포함된 성적을 통보하며, 이수학점 및 성적은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름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14.(수) 예정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편람
(onestop.pusan.ac.kr)

예비수강신청 2021. 8. 5.(목) ~ 8. 6.(금)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및확인 
> 정규학기 희망과목담기

수강신청
(1차) 2021. 8. 11.(수) ~ 8. 13.(금)
(2차) 2021. 8. 17.(화) ~ 8. 18.(수)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및확인 
> 정규학기 수강신청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 9. 7.(화)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및확인 
> 정규학기 수강신청

수강신청취소 2021. 10. 4.(월) ~ 10. 8.(금)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수강취소(정규/계절) 
> 정규학기 웹신청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

 나. 도서관 이용: 모바일학생증(부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 화면 하단 모바일학생증 메뉴 클릭)

    - 정보화본부 PC 자유실습실(정보화교육관 1층) 이용: 출입구 본인 확인(키오스크 학번/생년월일 입력)

 다. 생활관 신청: 추후 공지사항 참조(https://dorm.pusan.ac.kr)(관련문의: 대학생활원(☎ 051-510-7827))

 라. 정기주차권 발급: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총무과(☎ 051-510-1139))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교육혁신과(☎ 051-510-1222)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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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서울대학교에서 기 이수한 학생의 경우, 서울대 평균 취득성적이 2.3(C+)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8.(목) 18:00
서울대 학점교류 희망 학생은 수학 추천자 안내문 
단과대학별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선발결과공지 2021. 7. 28.(수) 예정 소속 대학으로 공문 안내 예정(선발 결과,서울대학교 학번)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14.(화)

성적송부 2022. 1. 12.(수) 소속 대학으로 공문 송부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5.(월) 09:00 오픈 
□ 서울대학교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nu.ac.kr) 이용 
(로그인 없이 돋보기(검색) 클릭 시 교과목 전체 검색)

예비수강신청
2021. 8. 3.(화) ~ 8. 6.(금) 
08:30 ~ 16:00

□ 실제 수강신청과 무관하며 시스템 숙지용 모의 수강신청
※ 예비 장바구니신청: 2021. 8. 3.(화) 09:00부터 시작 

수강신청
2021. 8. 10.(화) ~ 8. 18.(수) 
08:30 ~ 16:00
[주말, 대체공휴일(8. 16.(월)) 제외]

□ 서울대학교 포털mySNU((https://my.snu.ac.kr/) 계정 생성
□ 서울대학교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nu.ac.kr)에서 
   mySNU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 교류학생 대상 수강신청 가능 기간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 9. 7.(화)
□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학생이 직접 변경(삭제, 신규 신청)
※ 수강신청변경 기간 수강취소: 수강신청내역에서 교과목 삭제

수강신청취소 2021. 9. 8.(수) ~10. 26.(화) □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후 ~ 수업일수 1/2선
□ 서울대학교 포털 mySNU에서 수강취소 신청 및 교원 승인

4. 기타사항

 가. 수강신청 가능 학점, 교과목 및 성적 인정 여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문의

 나. 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추후 안내 예정

 다. 생활관 신청 문의: 관악학생생활관(02-881-9200)

 라. 학사교류 관련 기타 문의: 학사과(02-880-5041)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대 학 교 총 장

http://sugang.snu.ac.kr
https://my.snu.ac.kr/
http://suga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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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3.(금) ※ 소속 대학교 취득학점 기준

선발결과공지 2021. 7. 28.(수) ※ 소속 대학으로만 통보(선발결과, 학번부여 안내)

수업기간 2021. 9. 1.(수) ~ 2021. 12. 17.(금)

성적송부 절대평가 ※ 실점(100점 만점)으로 표기하여 소속 대학으로 일괄 송부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7.23.(금) 예정 

※  전남대학교 포털(http://portal.jnu.ac.kr) 초기화면
(우측하단, 로그인 불필요)  로그인  교육
지원  내 학사행정  수업   수강시간표
(학부)  2021년도 2학기 선택 후 조회(현재 
조회된 시간표는 최종 확정은 아니므로 수강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예비수강신청 2021.8.2.(월)~8.3.(화) ※ 수강희망과목 예약가능 

수강신청

- 4학년: 2021. 8. 6.(금) 
  3학년: 2021. 8. 9.(월) 
  2학년: 2021. 8. 10.(화) 
  1학년: 2021. 8. 11.(수) 
- 전 학년(공통): 2021. 8. 12.(목) ~ 8. 13.(금)
- 수강신청 시간: 09:00~18:00

※ 본교 수강 신청 기간 내,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
속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ID: 본교 부여 
학번,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 전남대학교 포털(http://portal.jnu.ac.kr)  로그인 
 교육지원  내 학사행정  수업   수강신청 
 수강신청(학부) 또는 수강신청(간편)

※ 인터넷으로 신청(선착순 마감)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09:00～ 9. 7.(화) 18:00 ※ 본교가 정한 절차에 의함(인터넷으로 실시)

수강신청취소 2021. 9. 30.(목) 09:00 ～ 10. 1.(금) 18:00 ※ 본교가 정한 절차에 의함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관련문의: 재무과(062-530-1201)

 나. 학생증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 (관련문의: 종합서비스 센터 (062-530-0952)) 

    - 이용가능 시설물 :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

 다.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itory.chonnam.ac.kr) 또는 생활관 행정실(062-530-3733~4)로 문의 

 라. 정기주차권 발급: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주차관리실(062-530-5014))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학사과(062-530-1068))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남 대 학 교 총 장

http://arsa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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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21.(수) ※ 수강가능학점: 18학점 이내

선발결과공지 2021. 7.23.(금)

수업기간 2021. 9. 1.(수) ~ 12.21.(화)

성적송부 2022. 1.10.(월)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통보방식: 소속대학 일괄 송부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21.(수)~ (예정)
(http://jbnu.ac..kr/kor/) →대학포털→개설강좌
(http://all.jbnu.ac.kr/sugang/sbjt.html)조회

예비수강신청 2021. 7.28.(수)10:00 ~ 7.30.(금)18:00 (http://jbnu.ac.kr)→대학포털→수강 신청

수강신청

- 2~4학년 : 2021. 8. 5.(목) ~ 8. 6.(금)
- 1학년 : 2021. 8.10.(화) 
- 전체학생 : 2021. 8.17.(화)
 수강신청 시간 : 08:00 ~ 18:00 

(http://jbnu.ac.kr)→대학포털→수강 신청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 9. 7.(화)

수강신청취소 2021. 9. 17.(금) ~ 9. 24.(금) 기 수강신청과목중 1과목만 취소가능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재무과 ☏ 063-270-2055)

 나. 학생증 발급: 시설물(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학생증 발급(앱스토어 다운로드)

                  (도서관 ☏ 063-270-3456)

 다. 생활관 신청: 입사희망자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likehome.jbnu.ac.kr/kor/)

                  (생활관 ☏ 063-270-3630)

 라. 정기주차권 발급: 주차권 등록절차는 개별적으로 등록 (총무과 ☏ 063-270-3500)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학사관리과 ☏ 063-270-2105)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북 대 학 교 총 장

http://jbnu.ac..kr/kor/
http://all.jbnu.ac.kr/sugang/sbjt.html
http://jbnu.ac.kr
http://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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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6.(월) 12:00까지 ▪교류인원 : 100명이내
 (모집단위 별 20% 이내)

선발결과공지 2021. 7. 28.(수)
▪학번부여(개별통지 안함)
▪소속대학교로 통보 및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국내교류수학안내 게시판 공지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21.(화)

성적송부 2022. 1. 14.(금) 예정 ▪성적평가 : 절대평가 적용
▪백분위 실점수로 소속대학에 송부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20.(화)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공지

예비수강신청 2021. 8. 4.(수) ~ 8. 5.(목)

▪제주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    
(https://sugang.jejunu.ac.kr/)

→비밀번호 초기화클릭
→본인 핸드폰 선택 확인→로그인
→수강신청 
※ ID : 제주대학교에서 부여받은 학번 (공지확인)
   PW : 초기화 클릭후 전송받은 번호
   (추천시 기재된 핸드폰번호로만 가능함)
※ 희망과목담기 결과 수강신청 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자동삭제 되므로 본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목록을 확인 후 재신청해야 함

수강신청 2021. 8. 11.(수) ~ 8. 13.(금)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희망과목담기(예비수강신청)의 절차와 동일 

▪수강신청 가능학점 : 
  학생 소속대학교의 기준에 따름
▪OCU교과목, 특허청교과목, 진로 취업  

창업상담교과목, 사회봉사교과목, 일부 
실습교과목 수강불가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 9. 7.(화) ▪하영Dreamy-수강신청에서 학생본인이 직접 변경

수강신청취소 2021. 9. 28.(화)(수강포기만료일)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관련문의: 재정과☎064-754-2097)
 나. 학생증 발급: 시설물(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학생증 발급(앱스토어 다운로드)
 다. 생활관 신청: 학생생활관 입사희망자는 홈페이지(http://dormitory.jejunu.ac.kr/) 참고하시거나 

학생생활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가능여부 확인(관련문의: 학생생활관((☎064-754-2252))
 라. 정기주차권 발급: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 (관련문의: 총무과 ☎064-754-8223)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학사과:☎064-754-8376))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dormitory.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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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주요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8.(목) ~ 7. 21.(수)

선발결과공지 2021. 7. 23.(금) 예정
※ 선발결과 학생 소속대학 공문 발송
  (임시학번 문자 통보)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17.(금)

성적송부 2022. 1. 7.(금) 이후 ※ 평가 기준: 상대/절대평가(소속 대학으로 공문 송부)

 

3. 수강신청 일정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8.(목) 예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편람 조회 

예비수강신청 2021. 8. 2.(월) ~ 8. 4.(수)
임시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예비 수강 신청
(컴퓨터로만 수강신청 가능, 모바일 불가)

수강신청 2021. 8. 9.(월) ~ 8. 13.(금) 임시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수강 신청

수강신청변경 2021. 9. 1.(수) ~ 9. 7.(화)

수강신청취소 2021. 10. 1.(금) ~ 10. 7.(목) 학기별 2과목 이내

4. 기타사항

 가. 등록금 납부: 학생 소속 대학교에 납부(관련문의: 재무과 042-821-5138)

 나. 학생증 발급: 하나은행 홈페이지 신청(관련문의: 학생과 042-821-5055)

    - 이용가능 시설물 :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

 다. 생활관 신청: 학생생환관 홈페이지 이용신청(관련문의: 학생생환관 042-821-6181)

 라. 정기주차권 발급: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

                       (관련문의: 주차계 042-821-5113)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학사지원과 042-821-5044)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 남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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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 안내

1. 지원(신청)자격: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학사경고자, 징계중인자 제외)

2. 주요 일정

일정 일 시 비 고

추천기한 2021. 7. 21.(수) 18:00까지 ※ 수강 가능학점: 18학점(1개 학기당)

선발결과공지 2021. 7. 23.(금) ※ 선발결과 학생 소속대학 공문 발송

수업기간 2021. 9. 1.(수) ~ 12. 21.(화)

성적송부 2022. 1. 7.(금)
※ 성적평가(상대·절대) : 본교 학칙, 규정에 의함
   (소속 대학으로 공문 송부)

 

3. 수강신청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개설교과목 열람 2021. 7. 19.(월) ~ 
충북대학교 개신누리(종합정보) 로그인 화면에서 ‘학외사용자 회원가입’ 
후 충북대학교 종합정보(수강신청 홈페이지) 개설과목 조회가능

예비수강신청 2021. 7. 26.(월) ~ 7. 28.(수)

충북대학교 종합정보(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강신청 2021. 8. 2.(월) ~ 8. 6.(금)

수강신청변경 1차: 2021. 8. 16.(월) ~ 8. 17.(화)
2차: 2021. 9. 1.(수) ~ 9. 7.(화)

수강신청취소 2021. 9. 13.(월) ~ 9. 14.(화)

4. 기타사항(세부사항은 별도공지 예정)

 가. 등록금 납부: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 납부

 나. 학생증 발급: 충북대 학생과 043-261-2021

    - 이용가능 시설물 : 충북대학교 재학생과 동일

 다. 생활관 신청문의 : 학생생활관 261-2930

  - 신청기간 : ‘21. 7. 26.(월) ~ 7. 28.(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라. 정기주차권 발급: 등록절차에 따라 개별등록(충북대학교 주차관리 043-261-3851)

 마. 학사교류 관련 기타문의: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 043-261-2016, 3819)

    ※ 자세한 학사운영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예정

충 북 대 학 교 총 장

https://eis.cbnu.ac.kr/cbnuLogin
https://eisa.cbnu.ac.kr/atlecLogin
https://eisa.cbnu.ac.kr/atlecLogin
https://dorm.chungbuk.ac.kr/home/main.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