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년도 국제하계강좌2022 (ISP)
운영 및 수강신청 안내

(Click for English Information)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국제하계강좌 란(International Summer Program) ?□ 

  ○ 하계 방학 기간 본교생과 외국대학 학생들이 함께 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영어 진행 교과목 개설 , 
단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을 포함하여, 19  운영

  ○ 본교생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 취득 가능 계절수업과 수강료 동일( )하며 학점교류 국내 타 , 
대학 외국대학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 이수, 

    학점인정 및 졸업요건 충족 여부 관련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속학과 및 소속대학에 확인, ※ 
     국제하계강좌에서 개설된 강의는 정규학기 강의와 다를 수 있고 재개설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재수강이 어려울 수 있음, , ※ 

수업 운영□ 

  ○ 국제하계강좌 운영 수 금 동안 매주 월 수 목요일에 총 회 진행되며2022 : 2022. 6. 29.( ) ~ 7. 29.( ) , , 15 , 
오전형 시 오후형 시 저녁형 시 시으로 운영됨(9~12 ), (13~16 ), (16 ~19 )① ② ③

     일부 교과목 은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교과목별 시간표 확인 필수 ( ) ISP※ ④

    - 하계 정규 계절수업과 중복되는 교과목 수업시간 선택 불가능하고 , 계절수업 국제하계강좌 국내외 + +
타 대학 학점교류를 합하여 최대 학점 제한9

개설교과목 수강편람 별첨 및 강의계획서는   ( ( ) ○ 홈페이지ISP 에서 확인)
일반선택 개 학사과정 본교 전임교원 강의    - 10 ( , )

순번 개설대학 교과목명 수업편성 비고

1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서양사 속의 법과 식민주의
Law and Colonialism in Western History 2 비대면 포함∙

2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미국 대통령제의 이해
American Democracy at Both Ends of Pennsylvania Avenue 2

성적평가(S/U)∙

비대면 포함∙

3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와 현대 사회문제들
Modern History and Contemporary Social Issues of East Asian 

societies
1

4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한류와 한국의 미디어 문화
Hallyu and Korean Mediaculture 2

5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디지털 시대의 경제학
Economics of the Digital Age 1

6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위상수학적 조합론과 데이터 분석
Topological Combinatorics and Data Analysis 2 비대면 포함∙

7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과학 입문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1 비대면 포함∙

8 공과대학
건축학과

동적 사업 관리와 컨트롤
Dynamic Project Management & Control 4

9 자유전공학부 판데믹과 국제보건정책
Pandemic Crisis and Global Health Policy 4 성적평가(S/U)∙

10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 국제협력의 이해　
Understanding Global Public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 개 학사 대학원과정 본교 전임교원 강의Global Practice and Field Learning 8 ( + , )

전공선택 개 학사 대학원과정 외국대학 교원 강의    - 12 ( + , )

순번 개설기관 교과목명 수업편성 비고

학사

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 실습K-
K-Democracy in Action 2 성적평가(S/U)∙

2 경영대학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
Understanding Platform Businesses 4 비대면 포함∙

3 경영대학 한국 기업 경쟁력의 이해
Understand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1
(9:30~
12:30)

성적평가(S/U)∙

4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래밍 입문

First Steps in Programming a Humanoid AI Robot
2

5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나노 과학 및 응용의 이해
Understanding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

성적평가(S/U)∙

비대면 포함∙

6 빅데이터
혁신공유학부

빅데이터 분석기술 실무 및 신기술 경향의 이해
COSS)Practical Big Data Analysis Technique: Understanding 

Leading Edge Trend
3 성적평가(S/U)∙

대학원
대학원 개설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개설※ 

7 국제대학원 국제법 실무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Practice 3

성적평가(S/U)∙

비대면 포함∙

8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현장실무응용
Practical Data Science Problem Solving 1 비대면 포함∙

순번 개설기관 교과목명 수업편성 비고

학사

1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수학특강 해석학과 응용편미분방정식론1 ( )
Topics in Mathematics 1 1 비대면 포함∙

2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2

3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원경제학전공

기후위험 국제식량안보 및 농업 발전의 경제학, 
Economics of Climate Risk, Global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1 비대면 포함∙

4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기능성 영양소와 질병예방
Functional nutrients and disease prevention 1 비대면 포함∙

5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3
Selected Topics Seminar 3 2 비대면 포함∙

대학원

6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

시스템 신경과학 세미나 마음 뇌 행동1 ( , , )
Seminars in Systems Neuroscience I 1

7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산업공학특론
Topics in Industrial Engineering 2 비대면 포함∙

8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재생에너지용 세라믹스 기능재료
Functional Ceramics for Renewable Energy 1 비대면 포함∙

9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조직개발 인재분석론
People Analytics for Organization Development 3 비대면 포함∙

10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신종 유해화학물질과 노출체
Emerging Contaminants and Exposome 4 비대면 포함∙

11 행정대학원

특강 정책학특강( )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부제( : Power,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1

12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미중 분쟁과 아시아
US-China Trade War and Asia in the World Trading System 1 비대면 포함∙



수강 대상  ○ 
    - 본교생 중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년도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2022 1 및 학점교류가 승인 

된 국내 타 대학 외국 대학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학생/
졸업예정자는 학년도 학기 등록자에 한해 수강 가능      2022. 8. 2022 1※ 

      ※ 별도의 수강자격은 없으나 강의계획서를 통해 교과목별 수강자격 및 강의목표 수업기간, , ,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할 것

수강가능학점  : ○ 최대 학점9

● 중요(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1. 
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 2022 계절수업 국제하계강좌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 학점 이내“ + + 9≤ 임에 유의”

계절수업 및 국제하계강좌 간 수업시간이  - 중복되는 교과목 수강 불가
 - 학년도 학기 수강중인 과목 재수강 불가2022 1
  총 신청학점 학점 초과 수업시간 중복 학기 수강과목 재수강 신청 시9 , , 1 , ☞ 개강 전 대조하여 수강신

청 전체 내역을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 
수강편람의 비고란과 강의계획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수강신청 요망 - 

학점 인정 및 졸업요건 충족2. 
 - 타과 교과목 등 강좌의 전공선택 구분을 인정받고자 하거나ISP ‘ ’ , 대학원생의 학부교과목 수강 학부생의 /

대학원교과목 수강을 통해 졸업학점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전 , 반드시 소속학과나 본인의 
소속 대학을 통해 가능 여부 확인 
국제하계강좌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영어 진행 강좌로 표기되나 이를 통한 외국어진행강좌 졸업요건  - ‘ ’ , 
충족 여부는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확인

국제하계강좌 일반 교과목3. ISP (Track 2~4)
국제하계강좌 외 정규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으므로  - 재수강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
본교생은 외국대학 학생 수강신청이 먼저 진행된 후 잔여석에 한해 수강신청 가능함 - 

폐강 기준 전공선택 교과목   : ○ 수납인원 명 미만일 시20 폐강 
향후 일정  ○ 

    - 수강신청: 화2022. 5. 10.( ) 10:00 ~ 화 주말 공휴일 제외5. 17.( ) 16:00 ( , )
사용 메뉴< : 마이스누 대외교류 국제계절강좌신청- - >

      수강신청시스템(※ http://sugang.snu.ac.kr 에서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
정원 외 수강신청 불가 초안지 제출 없음 화 이후 별도 수강신청변경기간 없음      ( ), 5. 17.( ) ※ 

    - 수강료 납부: 목 금 주말 공휴일 제외2022. 5. 19.( ) 10:00 ~ 5. 27.( ) 16:00 ( , )
기한 내 수강료 미납 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      ※ 

    - 폐강 교과목 공고 월 초: 6
    -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개강 전 취소 수 화 납입금 전액 반환      (6.22.( )~6.28.( )): • 
개강 선 경과 전 금 취소 시 납입금 반액 반환      ISP 1/2 (~7.15.( )) : • 
개강 선 경과 후 토      ISP 1/2 (7.16.( )~): • 수강취소 불가 납입금 반환 없음 , 



원격수업 운영  ○ 
교과목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며 일부 교과목은 원격 수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음    - , 

원격 수업 실시하는 교과목의 경우 강의계획서 조교 및 담당 교원의 안내 확인      , , TA※ 
강의 진행 방식 평가 등 세부사항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확인    - , 

성적 처리 및 학점 취득  ○ 
교과목별 종강일 후 일 이내 성적 확인 마이스누 대외교류 국제계절성적조회    - 7 , - -
종강 후 강의평가 실시    - 
정규 교과목으로서 학칙상의 이수학점에 포함 소속전공에 따라 전선 일선 학점 취득 학    - , / , 2022
년도 하계 계절 성적으로 집계 

문의처 국제협력본부 유시우 담당자: (02-880-4449, summer@snu.ac.kr, https://summer.snu.ac.kr)

붙임  수강신청 주요 일정 및 세부 절차1. 
      2. 국제하계강좌 수강편람2022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 ), 

국제하계강좌 강의계획서2022 각종 변경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즉시 공지( )

하계 계절수업과의 비교     FAQ: ※ 

하계 계절수업 국제하계강좌(ISP)

주관부서 교무처 국제협력본부

개설교과목 약 개 교과목360
전 과목 영어 강의

일반 과목 개 교과목 본교 전임교원- ISP 18 ( )
전공선택 개 교과목 외국대학 교원- 12 ( )

수강신청 화 화5. 10.( ) ~ 5. 17.( )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snu.ac.kr)

화 화5. 10.( ) ~ 5. 17.( )
마이스누 대외교류 국제계절강좌신청- -

수강료 강의 교과목 학점당 원40,500
강의 교과목 학점당 원40,500

홈페이지의 수강료 정보는 외국대학 * ISP 
학생 대상 수강료임에 유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 최대 학점 계절수업9 ( +ISP 국내외 타대학 학점교류 포함+ )
일반 계절수업 및 국제 계절수업 간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 수강 불가- 

운영기간 수 화6. 22.( ) ~ 8. 2.( )
수 금6. 29.( ) ~ 7. 29.( )

단 기간 내 교과목별로 수업일정 상이할 수 , 
있음

수강료 환불 수업 선까지1/2 개강 선까지 반액 반환ISP 1/2 ( )

성적 처리 하계 계절 성적 처리 국제하계강좌 영어강의 별도 표기2022. ( )



붙임 수강신청 주요 일정 및 세부 절차1: ※ 

수강신청 전 유의사항□ 

  ○ 국제하계강좌 홈페이지 본교생 대상 공지사항(https://summer.snu.ac.kr)- 내 변경사항 및 최신  
수강편람 확인 필수
수업기간 시간 강의계획서 비고란 등 꼼꼼히 확인 후 수강신청 요망    - , , , 

  ○ 타과 교과목으로 전공선택 인정, 외국어진행강좌 졸업요건 충족 대학원생의 학부교과목 수강 학, /
부생의 대학원교과목 수강을 통해 졸업학점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
속학과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 학점교류 학생의 경우 본교에 동일하게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 국제하계강좌 교과목은 정규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으며 매년 개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재수강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 ○ 화 화 주말 공휴일 제외2022. 5. 10.( ) 10:00 ~ 5. 17.( ) 16:00 ( , )
수강신청 사이트  : ○ 마이스누 포털 학사행정 대외교류 국제계절강좌 국제계절강좌신청, - - -

수강신청시스템 아님에 유의      (http://sugang.snu.ac.kr) ※ 

1

2

수강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저장 수강신청이     - : (1) (2) “Submit” , 
완료된 교과목은 청색 체크박스로 표시됨

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계절수업 국제하계강좌 국내외 타대학 학점교류 학점      2022 “ + +① 학점 9≤
이내 임에 유의하여 수강 계획 수립 필요” 최대 수강학점 시스템으로 제어(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 신청 불가      ② 시간표 중복 여부 시스템으로 제어( , 상기 메뉴에 
표시된 시간 편성내역1)과 중복되지만 실제 수업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국제협력본부, , 
로 문의 요망(02-880-4449, summer@snu.ac.kr))



학년도 학기 수강중인 과목 재 수강 불가      2022 1 ( )③ 
총 신청학점 학점 초과 수업시간 중복 학기 수강과목 재수강 신청 시 개강 전 대조        9 , , 1 , ☞ 
하여 수강신청 전체 내역을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내역 직접 변경 가능 체크박스     - : (
선택 후 제출(SUBMIT)), 수강신청 마감일 이후  수강신청변경 불가

    - 수강신청취소 수강신청 기간 내 해당 교과목 체크박스 해제 후 제출 이후 취소방법은 하단 절차 참고 : (SUBMIT), 
국제하계강좌는     - 정원 외 수강신청 초안지 제출 없으므로 기한 내에 수강신청 필요( ) 

수강료 납부□ 

수강료 납부 기간  : ○ 목 부터 금 까지 납부 주말 공휴일 제외5. 19( ) 10:00 5. 27.( ) 16:00 ( , )

수강료  : ○ 과목 신청 시 원 과목 신청 시 원 과목 신청 시 원1 121,500 , 2 243,000 , 3 364,500

      학점 당 원 기준40,500※ 

 등록확정내용 확인 납부정보 확인 및 고지서 출력 절차 관련 추후 홈페이지에서 절차 안내     , ※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일괄 취소  , ○ 

등록 확인□ 

전공교과목의 경우 수납인원 명 미만일 시 해당 교과목 즉시 폐강됨에 유의  20○ 

폐강 공고 월 초 국제하계강좌 홈페이지 공지 안내    - : 6

폐강 시 납입금 전액 반환 또는 타 교과목 잔여석으로 이동 가능    -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개강 전 수강취소  : ○ 수 화6.22.( ) ~ 6.28.( )
담당교원 승인 불필요하며 홈페이지에 추후 취소 절차 안내     ISP ※ 

마이스누 포털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수강료 전액 반환 월 말 일괄 반환     - (6 )
개강 후 수강취소  : ○ 수 금6.29.( ) ~ 7.15.( )

수강신청취소원 제출 담당교원 승인 내역 첨부      ( )※ 
개강일 후 홈페이지에 취소 신청 절차 안내 및 수강신청취소원 양식 게시 예정      ISP ‘ ’ ※ 

마이스누 포털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수강료 반액 반환 월 말 일괄 반환    - (7 )
선 이후 수강취소 불가 수강료 반환 없음에 유의  1/2 , ○ 

1) 시스템 상 주간 수업 운영 기준으로 수업편성 입력 필요하여 일부 국제하계강좌 교과목의 경우 실제 수업시간 5 , 
표와 상이할 수 있음



2022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2022 ISP)
Overview and Course Registration Procedure

SNU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hat is “ISP”?□ 

     2022 SNU ISP will provide 30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all taught in English, for 
university students of SNU, overseas universities and national universities in credit exchange . 
SNU students will pay the same tuition as general summer session tuition and earn regular 
credits(up to 9 credits). It is normally conducted as a face-to-face classes, but some courses 
may include online classes.

Program Overview□ 

  Program Dates:○  Classes will be scheduled within June 29, July 29, 2022– 
    - The class dates and time may vary by instructor within the program dates above. 

  List of Courses (See the attached list of courses and course syllabi at ○ ISP website.)
교과    - 18 ISP Selection Courses (ISP ) (undergraduate+graduate level, taught by SNU full-time faculty)

    - 전공선택12 Major Electives ( ) (undergraduate+graduate level, taught by faculty from overseas universities)
      Depending on the student’s major, courses may be acknowledged as general elective credits ☞ 

or major elective credits. 
      ☞ It is required to check with his/her affiliated department regarding credit recognition and 

graduation requirements

  Eligibility: ○ Current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SNU, overseas universities, and 
national universities in credit exchange

    - Stude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in August 2022 are eligible only when registered in 
Spring 2022 semester.

    - No GPA or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 applies, but interested students must check the syllabus 
to see if they are qualified enough to follow the course, as well as the class dates and timetable.

Credit Allowance: ○ Up to 9 Credits

Important Notice for SNU Students▶ 
1. Course Registration
 - The number of credits that can be completed in summer session 2022 cannot exceed 9 credits in total. 

(General Summer Session+ISP+Study Abroad Credit Recognition 9 credits)≤ 



 
  Minimum Enrollment: ○ 20 students per Major course; otherwise, the course will be cancelled.

  Important Dates○ 
    - Course Registration

2022. 5. 10.(Tue) 10:00 ~ 5. 17.(Tue) 16:00 (except for weekends and holidays)
mySNU portal Int’l Exchange International Summer/Winter Institute Course Registration– – – 

      Please note that course registration for ISP is not available through the course registration ※ 
website (http://sugang.snu.ac.kr).

      Course “override” beyond the quota is not available; there is no separate course change ※ 
period after May 17.

    - Tuition Payment
5. 19.(Thur) 10:00 ~ 5. 27.(Fri) 16:00, Bank Transfer to SNU OIA

      ※ course registration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when the payment is not completed by the deadline. 
    - Notification of Cancelled Courses: Early June
    - Course Cancellation/Withdrawal and Refund Policy
      Course Cancellation: • 6. 22.(Wed)~6 .28.(Tue)(a day before the ISP starts) / Full refund
      Course Withdrawal: • 6. 29.(Wed)~7 .15.(Fri) / 50% refund
      • Afterwards, course cancellation/withdrawal and tuition refund is not available.

 - Students are not allowed to take courses that overlap in class time between general summer session 
and ISP. 

 - Repetition of courses that students are taking in Spring 2022 is not allowed.
   ☞ The lists of course registration for General Summer Session and ISP will be cross-checked; the entire 

course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when:
1) the number of credits exceeds 9 credits in total;
2) class time overlaps with each other; 
3) or, course registration for repetition of Spring 2022 courses is found.

 - Students must check the course syllabus thoroughly before registering for courses.

2. Credit Recognition and Graduation Requirement
 - For the inquiries below, students must contact their affiliated department prior to course registration:

1) whether the major elective course offered by other departments can be acknowledged as major elective credits;
2) whether it is possible for graduate students to take undergraduate courses, or vice versa; 
3) or, whether ISP courses count towards the English-taught course completion requirement. 

3. ISP Courses
 - These 18 courses would not be offered in the regular semesters, which means repetition of these 

courses in the future semesters may be restricted. 
 - Overseas university students have been registering since early March, and only the remaining seats are 

open to SNU students.



  Non-face-to-face Class Operations○ 
    - Each course is different whether online classes are included or not, and some courses may 

have a high proportion of remote classes
      In case of lecture contains some online classes, check the lecture plan through 1) the ※ 

syllabus, 2) TA assistants, and the instructor in charge３）
    - Specific information (class operations, evaluation, etc.) can be found from the syllabus. 

  Grading and Credit Acquisition○ 
    - Grades will be updated through mySNU within 7 days from the class ending date.
    - Course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after the class ends.
    - ISP grades will count towards the cumulative GPA as 2022 summer session.
    - Depending on the student’s major or other circumstances, courses may be acknowledged as 

Elective Subject for Major or Elective General Subject. So students must contact their affiliated 
department prior to course registration:

General Inquiries:
Attn. Mr. Siwoo Yoo,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02-880-4449, summer@snu.ac.kr, https://summer.snu.ac.kr

Appendix 1. Course Registration Schedule and Procedures
          2. List of 2022 ISP Courses & List of 2022 ISP Course Syllabi(Please check on the homepage)  
 
     Comparison to General Summer Session※ 

Summer Session ISP
Program 
Office Office of Academic Affai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Course 
Offerings About 360 courses

18 ISP selection courses (taught by SNU 
full-time faculty) and 12 Major Electives 
(taught by overseas scholars), all taught in 
English

Course 
Registration

May 10 - 17 
https://sugang.snu.ac.kr 

May 10 - 17
mySNU-Int’l Exchange-International 
Summer/Winter Institute-Course Registration

Tuition 40,500 KRW/credit
40,500 KRW/credit
* The tuition information on the ISP website 

is for non-SNU students.
Credit 

Allowance
- Up to 9 credits (Summer Session+ISP+Study Abroad Credit Acquisition combined)
- Courses that overlap in class time cannot be registered together.

Class Dates June 22 August 2– 
June 29 July 29– 
* The class dates, however, may vary by 

instructor within the program dates above.
Tuition 
Refund 1/2 point of semester opening 1/2 point of ISP semester opening(~ July 15, 

50% refund)
Grading Count towards the cumulative GPA as 2022 summer session



Appendix 1: Course Registration Schedule and Procedures※ 

Important Notice□ 

  ○ Interested applicants must check the latest updates in the ISP Website 
(https://summer.snu.ac.kr)-Notice Board.

    - Students must check the course syllabi thoroughly before registering for courses.
  ○ For the inquiries below, students must contact their affiliated department prior to course registration:

1) whether the major elective course from other departments can be acknowledged as major elective credits;
2) whether it is possible for graduate students to take undergraduate courses, or vice versa; 
3) or, whether ISP courses count towards the English course requirement. 

  All of the ISP ○ courses might not be offered in the regular semesters and may not be annually 
offered in ISP, which means repetition of these courses in the future semesters may be restricted. 

Course Registration□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22. 5. 10.(Tue) 10:00 ~ 5. 17.(Tue) 16:00 (except for weekends and holidays)

  ○ Website: mySNU portal Int’l Exchange International Summer/Winter Institute Course Registration– – – 
      Please note that course registration for ISP is not available through the course registration ※ 

website (http://sugang.snu.ac.kr).

1

2

    - How to register for courses?
      (1) Tick the box of the course you wish to register and (2) click on “Submit” button. When the 

course registration is complete, the box will appear blue-colored.
      The number of credits that can be completed in summer session 2022 ※ cannot exceed 9 

credits in total. (General Summer Session+ISP+Study Abroad Credit Recognition 9 credits) ≤ 



* Restricted by the system controls
      ※ Registration of multiple courses that overlap in time is not allowed. * Restricted by the system controls
      Repetition of courses that students are currently taking in Spring 2022 are not allowed.※ 
        ☞ The lists of course registration for General Summer Session and ISP will be cross-checked; 

the entire course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when:
1) the number of credits exceeds 9 credits in total;
2) class time overlaps with each other; 
3) or, course registration for repetition of Spring 2022 courses is found.

    - How to change course registration(during the course registration period)?
      Students can freely change the course registration by ticking the checkbox and saving it by the “Submit” 

button during the course registration period. Please note that course change is not available afterwards.
      Students must be responsible to pay the right tuition by the deadline (16:00, Friday, May ※ 

27) in accordance with their final course registration results. 
    - How to cancel course registration?
      Students can untick the course choice and save it by the “Submit” button during the course 

registration period. Afterwards, please follow the course cancellation policy below.
    - Course registration is not available beyond its quota; that is, course override is not allowed. 

Therefore, interested students must ensure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by the deadline.

Tuition Payment□ 

  Tuition Payment Period: ○ 5. 19.(Thur) 10:00 ~ 5. 27.(Fri) 16:00, Bank Transfer to SNU OIA
  Tuition: ○ 121,500 KRW for 1 course, 243,000 KRW for 2 courses, 364,500 KRW for 3 courses (40,500 KRW/credit)
      Regarding tuition bill or registration confirmation, it will be announced on the Web later. ※ 
  Course registration of those who do not complete tuition payment by the deadline will be ○ 

automatically cancelled. 

Registration Confirmation□ 

  Courses will be cancelled when the number of students who completed tuition payment does ○ 
not exceed 20 persons. 

    - Notification of Cancelled Courses: Early June, through ISP website’s Notice Board.
    - Students of the cancelled courses may choose between full refund of the tuition or course 

registration change to a different course that has remaining seats.



Course Cancellation/Withdrawal and Refund Policy□ 

  Course Cancellation: ○ 6. 22.(Wed)~6 .28.(Tue)(a day before the ISP starts)
    - Instructor’s approval is not required.
    Further cancellation process will be notified on the ISP web.※ 
    - Full refund of the tuition paid will be processed to the bank account that is registered on 

mySNU portal by the end of June.
  Course Withdrawal: ○ 6. 29.(Wed)~7 .15.(Fri)
    - Submission of Course Cancellation Form with the instructor’s approval
      Detailed procedures and the template form will be announced through SNU ISP’s website ※ 

after the program starts.
    - 50% refund of the tuition paid will be processed to the bank account that is registered on 

mySNU portal by the end of July.
  Afterwards, course cancellation/withdrawal and tuition refund is not avail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