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2018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1. 수업기간 : 2018.6.22.(금) ~ 7.12.(목) 15일간(토, 일, 공휴일 제외)
2. 수강신청 가능학점 : 최대 6학점
3. 하기 계절학기 일정
구분

기간

방법

시간표
조회

2018.5.14.(월) 이후

학교 홈페이지 → URP 종합
정보 → 종합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 로그인 → 수업관리
→ 시간표/수업계획서 조회

학번부여

2018.5.18.(금) 이후

대상 학생에게 개별 안내

비고

Ÿ
Ÿ

ID(학번) : guest
비밀번호 : guest

ID : 학번
초기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Ÿ 초기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 바람
Ÿ
Ÿ

수강신청

2018.5.23.(수) 09:00~
~ 5.25(금) 17:00

1차폐강

2018.5.31.(목)

2차폐강

2018.6.7.(목)

수강료
납부

2018.6.14.(목) ~ 6.15(금)
09:00 ~ 16:00

폐강
강좌
신청
자

수강
정정
수강료
납부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계절학기 수강신청” 클릭

아래 세부 설명 참조

2018.6.8.(금) 09:00~
6.11.(월) 17:00

폐강된 과목에
한하여 정정 가능함

2018.6.14.(목) ~ 6.15(금)
09:00 ~ 16:00

성적입력

2018.7.12.(목) 10:00~
7.15.(일) 24:00

성적열람
및 정정

2018.7.16.(월) 10:00~
7.17.(화) 17:00

중간 및 기말시험은
담당교수 자율 실시

4. 수강료 납부 및 환불
가. 수강료 : 1시수 당 90,000원
나. 등록고지서 : 학교 홈페이지 → URP종합정보 → 로그인 → 등록관리 → 계절학기고지서 출력
다. 납부방법 : 대구은행 직접 납부 및 본인 가상계좌로 인터넷(폰)뱅킹
라. 환불방법 : 학교 홈페이지 → URP종합정보 → 로그인 → 등록관리 → 계절학기 환불신청

마. 수강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기준 : 영남대학교 학칙에 근거
기준

환불내역

기준

환불내역

개강일 ~ 수업일수 3일까지

5/6 환불

수업일수 5일 다음날 ~ 수업일수 8일까지

1/2 환불

수업일수 3일 다음날 ~ 수업일수 5일까지

2/3 환불

수업일수 8일 다음날 ~

환불없음

5. 기타
가. 학생증 발급 :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에서 신청 가능(준비물 : 3*4 사진, 본인신분증)
나. 도서관 및 전산실습실은 학생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 가능함
다. 전자출결 사용 안내(단말기가 있는 강의실에 한함)
- 학생증을 이용한 전자출결 확인
- 대체번호를 이용한 전자출결 확인(2018.6.22.(금) 대체번호 문자 발송 예정)
- 전자출결 단말기에서 “114+대체번호” 입력
-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학사안내 게시판/“전자출결시스템 사용안내” 참고
라. 문의 : 영남대학교 수업학적팀(☎ 053-810-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