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강신청 및 수강 유의사항

수강신청 유의사항

①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

선착순 마감된 강의는 수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강좌별 최소 강의 가능 인원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강의가
폐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강신청 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②

수강을 취소 혹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생이 직접
취소, 수정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기간 이후 불가능)

③ 학년 반 에 맞지 않는 강의를 신청하시거나 수강 대상이 아닌데 수강신청을 한 경우
(

)

수강신청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학년(반)[초·중·고·학부모]에 맞는 강좌 신청
※ 수강대상: 초등5학년~고등3학년 학생 및 학부모 / 이외 일반인, 대학생 등 수강불가
※ 임의 취소처리 후 수강생에게 취소 사실 통보하지 않음

④

이수증은 실제 수강한 강좌 및 수강신청 당시 입력한 정보로 발급됨으로
생년월일· 이름‧ 소속교육청‧ 학교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기간 이후 강좌변경 불가
※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간 이후 강좌변경 요청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문의

⑤

강의 정보 및 각종 안내는 수강신청 당시 기재한 메일 및 핸드폰번호로
알려드리니 수시확인 가능한 메일· 번호로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이 안 될 경우 각종 안내 불가

⑥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국립국제교육원(02-3668-1421/1427/1430)

-

한국외국어대학교(1~55번 강좌):

-

단국대학교 청운대학교 컨소시엄(56~65번 강좌):

-

02-2173-2843

·

부산외국어대학교(66~101번 강좌):

051-509-5363

041-550-3119

수강 유의사항

① 최초 강의일 이전 온라인 강의 주소 아이디 비번 등 강좌정보가 등록된
/

/

메일 또는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업 참여 시 꼭 카메라를 켜고 수강해주셔야 하며

,

카메라를 켜지 않을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출석체크를 위해 반드시 본인 이름(화상 ID 수강생 이름으로 설정)으로 접속 바람

③

모든 강의는 총차시 중

70% 이상

수강 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카메라를 켜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강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신청·변경한 강좌가 아닌 타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⑤ 전문교육기관별 전체 이수자 중

15%

내외로 우수 수강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발송하니 수강신청 시 수령 가능한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