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봄학기 수강등록안내 

 서류 제출 및 문의사항: 

담당 (김주연 간사): ss@cbts.edu 

3. 수업 기간 안내 (스케줄 참고) 

②  온라인 수업: 15 주 동안 매주 온라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② 출석 수업: 팬더믹 동안 Zoom 미팅으로 대처 

 예를 들어, 수업일정이 1/24[2/14~2/18 (5Days)] 3/20의 경우, 

a) 모든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Moodle 에서 1/24 (월) 부터 

시작 

b) 예시된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 1/24 부터 

본격적으로 Moodle에서 시작되어 

과제들이 주어지며, 

c) 2월 14일~ 2월 18일까지 Zoom 출석수업을 한 뒤에 

3/20 일까지 시험/과제제출 등이 마무리됩니다.
 

 

1.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기간: 

 
 
 

– 2022 년 1 월 5 일 (수) 10am

4. 수강신청 정정 및 수업료 환불 안내 

1) 기간: 1 월 5일(수) – 1 월 12 일 (수) 10am: 

 온라인 수강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1 월 12 일 (수) 10am 이후로는 Late Fee $30 이 

F-1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학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학생의 I-20 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종료됨. 

2) 수강신청방법 (학사일정 페이지에 링크된 수업 스케줄을 

참조하여 파퓰리에서 직접 수강 신청함) 

3) 이전학기 미납금이 있을 경우 수강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재학생: 1월 5일 수요일 10am이후의 등록은 Late Fee 

$30이 부과됨 (Academic Catalog & Student Handbook 

참조) 

2.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및 각종 fee 는 pouli/Financial 통해서 납부. 

• 모든 영수증은 파퓰리에서 본인이 확인, 프린트함. 

• 등록금 납부 마감일: 2022 년 3월 31 일.  4 월 1 일 부터는 

매달 $30 의 연체료가 부과됨. 

• 수업료 및 행정비 납부 (1/3씩 3 회 분납) 

② 일시불 납부: 2022 년 2 월 15 일까지 

②분납:    1 차 분납: 1 월 15 일  

                   2 차 분납: 2 월 15 일  

                   3 차 분납: 3 월 15 일  

•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① 파퓰리 로그인 후 My Profile / Finacial 에서 납부 

② 체크로 등록금 보낼시 

(학생영문이름 반드시 기입) 우편주소: Korean Program 

6601 Monticello Rd. Shawnee, KS 66226 

부과됩니다 (접수된 날자/시간을 기준으로 함). 

3) 수업료 정산 안내 (수업철회 할 경우) 

① 모든 수업 철회는 Drop 양식이 제출된 날자기준 

② 학기 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drop 할 경우에는 

5)  그린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Academic Catalog 

& Student Handbook 참조) 

③  수강신청후 행정비 $250 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그린장학금 신청 안내 (마감일 1/5 수 10am) 

그린장학금 신청은 온라인신청서 통해 신청. 기간은 11/15 

(수)부터 1/5 (수) 10am까지입니다.  

6. 각 과목 오리엔테이션 주간 

  1/24 (월)부터 Moodle 을 통해 시작 

1) 기간: 2021 년 1 월 24 일(월)부터 – 1 월 30 일(주일)까지 

2) 하실 일: 수강 신청한 과목의 Moodle 에 들어가 퀴즈에 

답함으로 출석체크가 됩니다. 

3)  교재 목록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교재 구입은 적어도 3 주 정도의 배송기간을 고려. 

(교수, 분교장소 연락처는 한국부 홈페이지에 있음) 

 교과서 주문은 배송 사고 등의 이유로 단체 주문보다는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수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7.  결석안내: ss@cbts.edu로 연락해 이에 대한 안내를 바로 

요청 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결석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로 결석사유서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수시로 공지사항과 CBTS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신학대학원 한국부 

2021 년 11월 15일 (월) 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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