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1. 수강 대상자 추천

가. 지원자격 : 소속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추천기한 :  2023. 01. 13. (금) 까지

2. 개설교과목 조회 및 수강신청

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사지원팀에서 학번 확인 및 수강신청

나. 수강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절 차

본 수강신청 2023.02.13.(월) ~ 02.17.(금) http://sugang.bufs.ac.kr 

에서 수강신청 및 확인(정정)

- 상세내역 학사공지 “수강신청” 확인수강확인 및 정정 2023.03.06.(월) ~ 03.08.(수)

3. 학사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개 강 2023. 03. 02. (목)

수업기간 2023. 03. 02. (목) ~ 06. 21. (수)

중가고사 기간 2022. 04. 17. (월) ~ 04. 21. (목)

기말고사 기간 2022. 06. 15. (목) ~ 06. 21. (수)

하계방학 2022. 06. 22 (목)

4. 기타사항

가. 등록금은 소속대학교에 납부

나. 수학이 허가된 학생은 도서관 및 교내 시설물 이용 할 수 있음.

다. 수업 및 성적 평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

라. 성적 통보는 학기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소속 대학으로 통보.

마. 문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사지원팀(☎ 051-509-5082)

바. 학교 홈페이지 : http://www.bufs.ac.kr

http://sugang.bufs.ac.kr
http://www.bufs.ac.kr


5. 부산외대 캠퍼스 지도

[셔틀버스 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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