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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하계대학 본교생 수강 및 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
구분

학부(일반)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Graduate Program)

ISC 학수번호

ISC1XXX ~ ISC4XXX

ISC5XXX

- 본교 학부 계절수업(영강)으로 학점 인정
- 개설학과에서 승인한 교과목에 한해 전공/학문의기초/교양
등으로 인정 가능 (유사과목 지정 세부사항 별첨2 참고)
학부생 수강 시

→ 이외 교과목은 일반선택(ISC학수번호)으로 인정

- 대학원 교과목만 단독으로 수강 불가, 반드시 학부 1과목과
동시 수강해야 함

-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 한해 국제하계대학에서 수강한 - 본교 학부 학점으로 인정 불가하나, 향후 본교 대학원 진학
교과목을 정규학기에서 재수강 가능

시 과목에 따라 선수강 과목으로 인정 가능

→ 단, 정규학기에서 먼저 수강한 과목을 국제하계대학에서
재수강 불가

대학원생 수강 시

- 본교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취득 학점으로 인정함

- 수강 가능하나 별도의 장학금 혜택은 없음

- 개설학과에서 승인한 교과목에 한해 전공 등으로 학점인정

- 학점인정 불가

가능 (학점인정 세부사항 별첨4 참고)

<공통 사항>
■ 정규 계절수업 수강 과목 및 국제하계대학 수강 과목을 합해 금년도 여름계절수업에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가능
■ 국제하계대학 성적공시, 정정기간, 성적 반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시 학점인정 처리 완료는 9월초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국제하계대학 대학원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F 학점은 가능)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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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n Recognition of Academic Credits of KU ISC
Criteria
ISC Course code

Undergraduate Courses
ISC1XXX ~ ISC4XXX
- Courses credits from ISC can be transferred as KU regular

Graduate Courses
ISC5XXX

semester credits.(English Courses)
-Only courses approved by specific majors will be considered
as a major, major-related general studies, liberal arts etc.
(Please
Undergraduate
students

refer

to

Annex

2

for

more

details

of

credit-transferable counterpart course.)

one undergraduate course at the same time.

→ Other courses are transferred as elective general
studies. (ISC Course code)
- Students
semester

can
only

re-take

- Not available to take only graduate courses and must take
- It cannot be transferred as a KU undergraduate credits.
However, it can be transferred as a pre-taken course if

ISC

when

courses

there

is

during
a

the

regular

going to a KU graduate school in the future.

credit-transferable

counterpart course open.
→ However, courses taken during the regular semesters
cannot be re-taken in ISC.
- Transferred as credits for obtaining seasonal courses at
Graduate

- Available but there are no extra scholarship benefits.

students

- No credit-transferred

the (general) graduate school.
-Only courses approved by specific majors will be considered
as a major etc. (Please refer to Annex 3 for more details of
credit-transferable counterpart course.)

<Common requirements>
■ Students are allowed to take both ISC and summer session courses, but the total credits cannot exceed 6 credits.
■ For ISC, transferring credit process may take up until start of September, considering the disclosure of grades and correction period etc.
■ ISC graduate courses cannot be re-taken. (Receiving an F can be an exception)
■ Of the matters not specified above, Korea University rules for seasonal class for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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