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자 학사지도 안내
Academic Advising for Academic Warning Recipients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는 2021학년도 1학기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1회 또는 2회)를 받았기에 이를 통보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자질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입학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고교시절의
학습방법과는 다른 대학에서의 학습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소홀히 한다
든지,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그 다음 학기에 적응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
니다. 따라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이유
를 파악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수강신청 전 상담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
참가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ay the grace of God always be with you.
On behalf of Office of Academic Affairs,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 receive an academic
warning due to grades in spring 2021.
Althrough Yonsei students have excellent qualifications and outstanding academic abilities, there
are various reasons in academic warning: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college level learning
metho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nxiety or depression, or financial difficulties may also be the
causes.
Students may be more psychologically withdrawn, which may continue to struggle in the following
semester after receiving academic warning. Therefore, in order to check the academic environment
and current status, all academic warning recipients are required to meet their academic advisor or
department chair prior to course enrollment referring the follow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 학사경고자의 수강 안내

University Regulations for Academic Warning Recipients

◦ 매학기 성적평점이 1.75미만(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1.5미만)인 경우 학사경고자에 해당되며,
학사경고가 3회 누적(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연속3회 누적)될 경우는 성적불량자로 제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학칙 제48조).
◦ 이번 학기 1회 또는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전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학사지도(상담) 후 상담원과 설문지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ccording to University Regulation Article 48 (Academic Warnings), those whose GPA is below
1.75 (1.50 for students admitted in 1998 and earlier) are subject to receive an academic warning,
and students with three such warnings (three successive warnings for students admitted in 1995
and earlier) will be expelled from the University.
◦ Students who received their first or second academic warning must participate in academic
counseling with their academic advisor or their department chair prior to course registration, and
submit the counseling records and survey form to the Academic Support Office. Academic
warning recipients will not be allowed to enroll for courses until they have completed the
required counseling.

▣ 상담일정 Counseling Schedule
경고횟수

내

No. of
Warnings

용

상담 일정

Counseling Requirements

Counseling Schedule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에게 학사지도를 받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날인을 받
은 상담원과 설문지를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으로 제출하여야 다음 학
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2회
경고

Ÿ
Ÿ
Ÿ
Ÿ

Ÿ

국제캠퍼스 학생은 국제캠퍼스 해당대학 사무실에 제출 가능
상담 전 상담원과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비대면 상담도 가능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날인을 받은 상담원과 설문지를 학사지원팀 이메일
로 제출 가능하나, 이메일 제출 후 학생이 직접 학사지원팀으로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이메일 제출 후 학생이 직접 학사지원팀에 접
수여부 확인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센터(백양관 N408호)를
통해 상담 가능

Students who received
previous semester must
in order to register for
submit their counseling
department chair to the
Ÿ
Ÿ

1st/2nd
Warning

Ÿ
Ÿ

Ÿ

7. 19.(월) ~
8. 12.(목)

their first or second academic warning in the
meet their academic advisor or department chair
courses in the following semester. They need to
documents signed by the academic advisor or the
Academic Support Team (Underwood Hall B101).

International Campus students can submit the documents to their
affiliated office or the Academic Support Team.
Before counseling, students must complete and submit the
Consultation form and questionnaire provided to their academic
advisor or department chair.
Due to the risk of spreading Corona 19, non-face-to-face Monday, July 19 ~
Thursday, August 12
counseling is also acceptable.
You can also submit counseling documents signed by the
academic advisor or the department chair to the Academic
Support Team by an e-mail. Please note that you must call the
Academic Support Team right after submitting documents to
make sure your documents are well received. (If you don't call the
office after submitting documents, your documents will not be
accepted.)
If students need more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please
contact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Room N408,
Baekyang Hall.

▣ 문의처 Contact Information
교무처 학사지원팀, Academic Support Team, Office of Academic Affairs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약학대학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학부대학
공과대학,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
Commerce & Economics /
Business / Theology / Social
Science / Music / Human
Ecology / Sciences in Education
/ Pharmacy
College of Science /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
University College
College of Engineering,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Global Leadership College

☎ 82-2-2123-2091

yshaksa@yonsei.ac.kr
☎ 82-2-2123-2095

☎ 82-2-2123-2087

심리상담센터,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82-2-2123-6688, http://counsel.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