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군휴학생 원격수업 수강신청 안내

q 수강신청 안내사항
❍ 신청대상: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중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생(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전·의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수강신청기간: 2022. 2. 21.(월) 18:00 ~ 3. 14.(월)
※ 수강정정기간: 2022. 3. 2.(수) ~ 3. 14.(월)
❍ 신청방법: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http://narasarang.or.kr) 로그인 후 [학위강좌]에서 신청
❍ 신청학점: 학기당 3학점 이내, 복무기간 동안 최대 6학점 이내
❍ 신청방법: 수강과목 선택 - 수강신청 접수 - 신청정보 확인 후 학교에서 승인 - 수강신청 완료
❍ 수업료: 1학점당 40,500원(계절수업 수업료와 동일), 나라사랑포털에서 수강신청 시 군인공
제회 사이버머니 충전 후 수업료 및 수수료(11,000원) 납부
<<수업료 지원 관련>>
- 국방부 소속 병사: 수업료 80% 지원
-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수업료 80% 지원
-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수업료 80% 지원

❍ 수강방법 : 서울대학교 ETL(http://etl.sn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 모바일 웹 및 앱(코스모스)에서 수강 가능하나 진도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취소방법 : 나라사랑포털에서 직접 취소
❍ 학점인정 : 복학한 학기 종강일 전까지 포털 mySNU(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성적 – 학점인정신청에서 [군휴학 원격수업]을 신청
※ 학점인정을 원치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함

q 주의사항
❍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1/4선(2022. 3. 28.(월)) 이전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
을 할 수 없음(원격수업 수강신청 시 미승인 처리)
❍ 원격수업→일반강의 재수강은 가능하나, 일반강의→원격수업으로 재수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신청내역은 승인되지 않으므로 유의
❍ 학점인정 승인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수강학년도의 ‘0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
되며, 평점은 누적평점에 합산되지 않음

q 2022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개설강좌
교과목번호

주관대학

교과목명

교과구분

담당교원

042.016

인문대학

현대종교와 문화

교양

김종서

042.029

인문대학

말과 마음

교양

이성은

042.043

음악대학

음악의 원리

교양

전상직

047.019

의과대학

사람 뇌의 구조와 기능

교양

정천기

※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학기 선정되며, 상기 교과목은 2022학년도 1학기 선정 강좌임

q 수강신청 방법
① 나라사랑포털(http://narasarang.or.kr) 로그인 후 학위강좌 메뉴를 선택

② 소속 대학의 강좌 리스트에서 학기와 학칙 확인 후 희망 과목 선택

③ 강좌 상세내역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④ 수강신청 승인을 받은 후
eTL(etl.snu.ac.kr)에서 교과목 안내사항에 따라 강좌를 수강하고
학기 종료 시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성적 확인
→ 복학 후 mySNU를 통해 원격수업 이수내역 학점인정 신청

❍ 군e-러닝 관련 문의: 02-2139-0668, 0678, 0672 / helpedu@mmaacnc.or.kr
❍ 상담시간: 09:00~18:00 (수강신청 기간 시 20:00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