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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겨울 계절제 국내교환학생(타대생)을 위한 학사안내

  2020학년도 겨울 계절제수업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일부 겨울 계절
제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사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수업기간 2020. 12. 28.(월) ~ 2021. 1. 19.(화)

수강신청

2020. 11. 17.(화) 08:00
~ 11. 19.(목) 17:00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연세포탈서비스로 접속
(*로그인은 07:00부터 가능함)

2020. 11. 20.(금) 18:00 1차 폐강과목 결정 및 공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추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020. 11. 24.(화) 08:00
~ 11. 25.(수) 17:00

여석이 남은 과목에 한하여 추가신청이 가능
(*로그인은 07:00부터 가능함)

2020. 11. 26.(목) 18:00 2차 폐강과목 결정 및 공지

등록금 납부 2020. 11. 30.(월) 09:30
~ 12. 1.(화) 17:00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등록 → 출력/등록 → 계절학기 
고지서출력 → 고지서출력 → 인터넷 뱅킹 및 
우리은행 전국지점 납부

성적확인 및 정정 2021. 1. 22.(금) ~ 1. 25.(월) http://portal.yonsei.ac.kr 에서 확인

1. 수업기간 및 수업시간
  가. 수업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19.(화)
  나. 수업시간 : 09:00시 1교시 시작, 매시 50분 수업, 10분 휴식
  다. 수업시간과 강의실에 괄호로 표시된 부분은 실험·연습·실습시간 및 강의실임
  라. 수업시작 전에 담당교수, 강의실과 수업시간이 변경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변경 여부는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부/대학원 수강편람 조회에서 확인 
      (변경된 내용은 청색으로 표시됨)
  마. 강의는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 건물위치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 → 연세소개 → 캠퍼스안내 → 캠퍼스맵 

2. 임시학번 부여
   가. 2020. 11. 13.(금) 이후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에 로그인 가능
   나. ID : 연세대학교 임시학번 / PW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 최초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가능

학교명 학  번 학교명 학  번
계명대학교 B+학번 울산대학교 U+학번
고려대학교 K+학번(뒤에서8자리) 이화여자대학교 E+학번
서강대학교 S+학번 전주대학교 J+학번
서울대학교 N+학번(뒤에서7자리, 

‘-’ 포함) 중앙대학교 C+학번
성균관대학교 G+학번(뒤에서8자리) 포항공과대학 P+학번

성신여자대학교 D+학번 한국과학기술원(KAIST) T+학번
영남대학교 M+학번 한국외국어대학교 F+학번

한남대학교 H+학번울산과학기술원(UNIST) I+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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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안내
   가. 수강신청 기간 : 2020. 11. 17.(화) 08:00 ~ 11. 19.(목) 17:00 (로그인은 07:00부터 가능)
   나. 수강신청 가능학점 : 총 6학점까지 신청 가능
   다. 수강신청 방법
      1)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부 수강신청 클릭  → 로그인(학번, 비밀번호)
         → 수강신청
      2) 수강할 과목의 학정번호와 분반을 입력 후 수강신청 입력버튼 클릭   
   라. 개설과목 및 수업계획서 조회 
      1) 수강가능 교과목 리스트 조회 : 별첨 자료 참조
      2) 강의정보 조회 : 2020. 11. 9.(월) 이후에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부/대학

원수강편람 조회  → 개설전공 선택 → 학년도학기(2020학년도 겨울학기) 선택 → 조회

        
   마. 유의사항 
      1) 연세대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수강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함 
      2)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강의실과 강의시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강 전에 수강편람메뉴에서 강의실 및 강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등록금 납부
   가. 등록금 : 학점수 X 110,000원 + 실험실습비(물리·화학·생물과목 20,000원, 수학·통계·전산과목 10,000원)
   나. 납부기간 : 2020. 11. 30.(월) 09:30 ~ 12. 1.(화) 17:00
   다.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1) 고지서 출력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등록 → 출력/등록 → 계절

학기 고지서출력
      2) 납부방법
        ①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입금전용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1계좌를 부여함
        - 입금전용계좌로 입금 시 등록 처리
        - 수취인은 ‘연세대학교, 학생성명’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수취인이 학생 본인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  
        - CMA통장 등 제2금융권 일부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
        ② 우리은행 방문납부 : 등록금고지서 지참, 우리은행 창구 납부
      3) 고지서 상의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부분납부 불가함
      4)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계절제수업 수강이 자동 취소됨

5. 수강 취소
   가. 계절제수업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수강변경 및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음

단, 계절제수업 등록금 납부 후 수업 1/2 이전인 2021. 1. 7.(목) 17:00까지 수강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수강 취소 절차: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직접 방문하여 취소 요청서를 제출
   다. 등록금 반환 금액 
       - 개강 전일[2020. 12. 27.(일) 17시]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반환
       - 개강 후 1/3 경과 전[2021. 1. 4.(월) 17시]까지 취소 : 등록금의 2/3액 반환
       - 개강 후 1/2 시점[2021. 1. 7.(목) 17시]까지 취소 : 등록금의 1/2액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므로 수강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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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결 안내 
  가. 출석의무 : 연세대학교는 실제 수업시간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F학점을 부여함
  나. 전자출결 : 대면수업 중 수용 인원이 120명 이상인 대형 강의실에는 출석부 단말기(모바일 앱 또는 다기

능 신분증(학생증))를 통해 출석 및 결석을 체크하고 있으나, 국내교환학생들은 출석부 단말기 
사용 대상이 아니기에 출결 체크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강의 담당교수께 확인을 해야 함

   
7. 성적 평가
  가. 성적평가 방식: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 평가로 구분하고 있음
  나. 교과목별 성적평가 방식 조회: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부/대학원수강편람 조회 

→ 개설전공 선택 → 학년도학기(2020 겨울학기) 선택 → 조회 → 유의사항
  다.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 : 연세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을 할 수 있음
      - 강의평가 : 2021. 1. 19.(화) ~ 1. 25.(월)
      - 성적확인 : 2021. 1. 22.(금) ~ 1. 25.(월)
  라. 성적 조회기간 동안만 성적 조회 가능하고, 최종 성적은 소속대학교에 공문으로 일괄 통보함
  마. 학생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수업 및 학적과 관련된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8. 도서관 이용 안내
  가. 이용기간 : 2020학년도 겨울 계절제 (2020. 12. 28.(월) ~ 2021. 1. 19.(화))
  나. 이용방법 : 바코드 수령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12. 31.(목) 17:00
     -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108호
     - 신청서류(현장접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참물 : 소속 대학교 학생증
  다. 학생증에 도서관출입 바코드를 붙여 도서관 출입, 좌석 예약, 도서 열람가능 (도서대출은 불가함)

수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교무처 학사지원팀(yonseiex@yonsei.ac.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실 등의 최신 강의정보를 11.9.(월) 이후에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부/대학원 수강편람조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학년도학기 개설전공 종별 학정번호 분반 학점 교과목명 영문교과목명 강의시간 강의실 비고

20204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기 KOR1102 01 3 문학이란무엇인가 INTRODUCTION TO LITERATURE 월~금(6,7,8) 위211

20204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선 KOR2308 01 3 소설쓰기 THE WRITING OF NOVELS 월~금(6,7,8) 신105

20204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선 KOR3536 01 3 디지털창작:디지털컨텐츠로윤동주읽고쓰기 THE DIGITAL STROYTELLER'S STAGE:REMIXING AND REMEDIATING THE WORKS OF YUN DONGJU 월~금(6,7,8) 위210

20204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필교 UCE1105 01 3 영화의이해 UNDERSTANDING ON CINEMA 월~금(1,2,3) 위B09

20204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필교 UCE1105 02 3 영화의이해 UNDERSTANDING ON CINEMA 월~금(6,7,8) 위B09

20204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선교 UCK1104 01 3 독일문화와예술 GERMAN CULTURE AND ARTS 월~금(1,2,3) 위415  

20204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필교 YCF1451 01 3 독일어(1) GERMAN(1) 월~금(1,2,3) 신B101  

20204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필교 YCF1501 01 3 프랑스어(1) FRENCH(1) 월~금(6,7,8) 빌210

20204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필교 YCF1502 01 3 프랑스어(2) FRENCH(2) 월~금(1,2,3) 위210

20204 문과대학 사학과 선교 UCG1106 01 3 한국문화유산의이해 KOREAN CULTURAL HERITAGE 월~금(1,2,3) 신105

20204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필 PSY3122 01 3 심리통계 PSYCHOLOGICAL STATISTICS 월~금(1,2,3) 경영B223

20204 문과대학 심리학과 필교 YCE1603 01 3 마음이란무엇인가 WHAT IS MIND 월~금(6,7,8) 위B05

20204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필 CLL2101 01 3 중국어학입문 INTRODUCTION TO CHIN. LINGUISTICS 월~금(6,7,8) 외106

20204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선 CLL3302 01 3 중급중국어말하기 INTERMEDIATE CHINESE SPEECH 월~금(6,7,8) 신B103

20204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선 CLL3304 01 3 중급중국어쓰기 INTERMEDIATE CHINESE COMPO 월~금(1,2,3) 신B103

20204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선 CLL4303 01 3 고급중국어말하기 ADVANCED CHINESE CONVERSATION 월~금(6,7,8) 위203

20204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선 CLL4304 01 3 고급중국어쓰기 ADVANCED CHINESE WRITING 월~금(1,2,3) 위211

20204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필교 YCF1302 01 3 중국어(2) CHINESE(2) 월~금(6,7,8) 교404

20204 문과대학 철학과 전기 PHI1001 01 3 서양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PHILOSOPHY 월~금(1,2,3) 외01

20204 문과대학 철학과 전기 PHI1002 01 3 동양의 가치와 철학 EAST-ASIAN VALUE AND PHILOSOPHY 월~금(6,7,8) 교402

20204 문과대학 철학과 필교 UCB1104 01 3 철학과윤리 PHILOSOPHY AND ETHICAL PROBLEMS 월~금(6,7,8) 교303

20204 문과대학 철학과 필교 UCB1105 01 3 서양철학사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월~금(6,7,8) 경영102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필교 ECO1001 01 3 경제학입문 INTRODUCTION TO ECONOMICS 월~금(6,7,8) 교403 영어강의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필교 ECO1002 01 3 경제학개론 FUNDAMENTALS OF ECONOMICS 월~금(6,7,8) 상본B112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필교 ECO1002 02 3 경제학개론 FUNDAMENTALS OF ECONOMICS 월~금(1,2,3) 상본B112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기 ECO1101 01 3 경제수학(1) MATHEMATICS FOR ECONOMICS I 월~금(1,2,3) 상본101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기 ECO1103 01 3 미시경제원론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월~금(6,7,8) 상본113 영어강의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기 ECO1104 01 3 거시경제원론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월~금(6,7,8) 상본B120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필 ECO2101 01 3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월~금(1,2,3) 상본B110  

20204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필 ECO2102 01 3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월~금(1,2,3) 상본B109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필교 STA1001 02 3 통계학입문 INTRODUCTION TO STATISTICS 월~금(6,7,8,9) 교410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필교 STA1001 03 3 통계학입문 INTRODUCTION TO STATISTICS 월~금(1,2,3,4) 교302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필교 STA1001 04 3 통계학입문 INTRODUCTION TO STATISTICS 월~금(6,7,8,9) 교306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기 STA1002 01 3 미분적분학 CALCULUS 월~금(1,2,3) 상본113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기 STA2102 01 3 선형대수 LINEAR ALGEBRA 월~금(6,7,8) 상본B110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기 STA2104 01 3 R과파이썬프로그래밍 R AND PYTHON PROGRAMMING 월~금(1,2,3) 상본B101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겨울 계절제수업 국내교환학생 수강가능 교과목 리스트

1/2



*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실 등의 최신 강의정보를 11.9.(월) 이후에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부/대학원 수강편람조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학년도학기 개설전공 종별 학정번호 분반 학점 교과목명 영문교과목명 강의시간 강의실 비고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겨울 계절제수업 국내교환학생 수강가능 교과목 리스트

20204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기 STA2105 01 3 통계방법론 STATISTICAL METHOD 월~금(1,2,3) 상본B120

20204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전기 ANT1001 01 3 문화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월~금(1,2,3) 빌103

20204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필교 SOC1002 01 3 사회학의이해 UNDERSTANDING SOCIOLOGY 월~금(1,2,3) 교403

20204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기 SOC1004 01 3 근대사회사상의흐름 CURRENCE OF MODERN SOCIAL THOUGHT 월~금(6,7,8) 연112

20204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SOC4102 01 3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월~금(1,2,3) 연112

20204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필교 YCH1303 01 3 대한민국의산업화와민주화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월~금(1,2,3) 연211

20204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기 COM1101 01 3 언론학개론 INTRO. TO MEDIA STUDIES 월~금(1,2,3) 연108

20204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전선 COM3117 01 3 설득커뮤니케이션론 PERSUASIVE COMMUNICATION 월~금(6,7,8) 빌110

2020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기 POL1004 01 3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월~금(6,7,8) 외02

2020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선 POL3126 01 3 정치와영화 POLITICS AND CINEMA 월~금(6,7,8) 연108

2020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선 POL3163 01 3 국가와헌법 STATE AND CONSTITUTIONAL LAW 월~금(1,2,3) 빌110

20204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전탐 PUB1101 01 3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월~금(6,7,8) 연402

20204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계기 PUB2107 01 3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TUDIES 월~금(1,2,3) 연402

20204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 전선 DSN3126 01 3 2D디지털디자인 2D DIGITAL DESIGN 월~금(1,2,3) 삼508

20204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전필 CNT2109 01 3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월~금(1,2,3) 삼B110

20204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전선 EDU3116 01 3 인간관계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IN HUMAN RELATIONS 월~금(1,2,3) 교603

20204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전선 EDU3122 01 3 평생교육론 LIFELONG EDUCATION 월~금(5,6,7) 교603

20204 교육과학대학 교직과정 교직 TTP4008 01 2 교직실무 PRACTICAL WORKS IN SCHOOL 월~금(2,3) 교614

20204 교육과학대학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선 SLS2181 01 3 피클볼(1) PICKLEBALL(1) 월~금(3,4,5) 스포츠(구기장)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교 UCC1111 01 3 인문사회수학 MATHEMATICS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월~금(6,7,8) 과B132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교 YCF1351 02 3 일본어(1) JAPANESE(1) 월~금(1,2,3) 교404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교 YCF1352 00 3 일본어(2) JAPANESE(2) 월~금(1,2,3) 교405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교 YCF1603 01 3 스페인어(1) SPANISH(1) 월~금(6,7,8) 교406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교 YCF1603 02 3 스페인어(1) SPANISH(1) 월~금(1,2,3) 교406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필교 YCG1853 01 3  문명과 질병 HUMAN CIVILIZATION AND DISEASES 월~금(1,2,3) 위B05

20204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교 YCI1705 01 3 스페인의문화와예술 SPANISH CULTURAL AND ARTS 월~금(1,2,3) 교303

20204 연계전공 디지털예술학 전선 FIL3105 01 3 디지털이미지LAB DIGITAL IMAGE LAB 월~금(6,7,8) 경영B223

20204 연계전공 디지털예술학 전선 FIL4102 01 3 이미지와상상력 IMAGE & IMAGINATION 월~금(1,2,3) 외02

20204 연계전공 문화비평학 전기 CUL4102 01 3 문화비평이론세미나 SEMINAR ON CULTURAL THEORY 월~금(1,2,3) 경영104

20204 연계전공 미국학 전기 AMR3102 01 3 미국대중문화 AMERICAN POPULAR CULTURE 월~금(6,7,8) 경영B202

20204 연계전공 미국학 전기 AMR3104 01 3 미국학특강 SEMINAR ON AMERICAN STUDIES: FILM & 월~금(6,7,8) 경영B203

20204 연계전공 벤처학 전기 VEN3103 01 3 벤처현장실습 VENTURE FIELD STUDY 월~금(6,7,8) 경영B224

20204 연계전공 유럽지역학 전기 EUR3102 01 3 현대유럽의사회와문화 CONT.  EUROPE'S SOCIETIES & CULTURE 월~금(1,2,3) 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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