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수강 신청: pass.supa.syr.edu

수강 신청 관련 문의: suparegistration@syr.edu

수강 신청 안내
2017 - 2018

Syracuse University Project Advance
400 Ostrom Avenue
Syracuse, NY 13244

전화: (315) 443-2404
팩스: (315) 443-1626

이메일: help@supa.syr.edu
실시간 채팅: http://supa.syr.edu/livechat



1단계: 여러분의 집이나 캠퍼스에서 온라인 수강 신청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pass.supa.syr.edu를 방문하여 
“Register for Courses”(코스 수강 신청)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 제목 아래에서 본인의 배경 정보를 입력하고 본교에서 수강 및 
학점 취득을 원하는 강의를 일부 또는 전부 선택하십시오. 여러 개의 코스를 수강하시더라도 신청서는 하나만 작성하십시오. 
참고: SUPA 웹사이트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하고 서명한 신청서를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시라쿠스 대학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작성을 완료한 온라인 신청서는 반드시 인쇄하여 본인 서명을 한 후, 재정 부담 책임 인정을 위해 부모님 중 한 사람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완료된 신청서는 1학점당 $112를 기준으로 선택한 강좌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반영합니다(예: 3학점 코스 = $336.00). 

3단계: 작성과 서명을 완료한 신청서는 해당 고등학교 지도 교사에게 전달하시거나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직접 
Project Advance 사무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 정보는 다음 장에 기재). 신청서가 미완료 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SUPA 사무소에서 해당 학생과 부모님/후견인에게 통지합니다. 

4단계: (필요 시) 재정 지원서 Financial Assistance Form(supa.syr.edu/downloads)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한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 자료와 
함께 SUPA 사무소에 전달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YRACUSE UNIVERSITY ID 번호(SUID): 학생의 등록이 정식으로 완료되면 해당 학생에게는 우편으로 Syracuse University 
ID 번호(SUID)가 기재된 Welcome Letter가 전송됩니다. SU 도서관 출입, 청구서 온라인 지불, 성적증명서 요청에 이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절차

등록 후에(서명한 신청서 수령과 처리가 완료된 경우)

청구서/지불: 부모님/후견인에게는 해당 코스에 대한 우편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청구서는 해당 월의 15일을 지불 기한으로 
하여 잔여 금액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매달 발행됩니다. 지불 옵션으로서 pass.supa.syr.edu의 Online Bill Pay(청구서 온라인 
지불)에서 3개월 할부 또는 일시금 납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US Mail을 통해 수표나 신용 카드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부 지불의 경우, 행정 수수료 $15이 추가되며 이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금액: 해당 학기 말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계정은 재정 보류(financial hold) 상태가 되며 금액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이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서는 계속 발행되어 부모님/후견인에게 우편 전송됩니다. 참고: 
교무처에서는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학생에게 성적증명서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학생은 추가 강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수 취소(Drop): 학생이 SU 학점을 원치 않거나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supa.syr.edu/downloads에서 취소 
신청서(Drop form)를 작성하고 취소일(다음 달 학사 일정 참고)까지 SUP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만 재정 부담에서 면제됩니다. 

코스 취소 처리(Withdrawl): 이수 취소일이 지나면 해당 학생은 해당 코스에서 취소 처리됩니다. 취소 처리의 경우, 
학생의 성적 증명서의 알파벳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교에 대한 부모님의 재정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학생들은 현재의 코스 상태에 대해 항상 지도교수와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취소 처리서(Withdrawal form)는 
http://supa.syr.edu/downloads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소 처리 마감일은 다음 장의 학사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알아 두실 사항: SUPA에 강의를 정식 신청했으나 학점을 포기하는 경우 이수 취소 마감일 이전에 이수 취소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면 본교에 대한 재정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자세한 수강 신청 절차 안내는 본 문서의 마지막 장을 참고하십시오. 



SYRACUSE UNIVERSITY 학사 일정
2017-2018

링크:
•  SUPA 웹사이트: http://supa.syr.edu 
•  온라인 등록: https://pass.supa.syr.edu
•  온라인 지불: https://pass.supa.syr.edu
•  대학 윤리: http://supolicies.syr.edu/ethics/acad_integrity.htm
•  자주 묻는 질문: http://supa.syr.edu/faq

연락 정보:
Syracuse University Project Advance
400 Ostrom Avenue
Syracuse, NY  13244
전화: (315) 443-2404 
팩스: (315) 443-1626 또는 2585
이메일: help@supa.syr.edu
실시간 채팅: http://supa.syr.edu/livechat
근무 시간: 8:30 AM- 5:00 PM
수강 신청 관련 문의: suparegistration@syr.edu

재정 의무 관련 참고 사항: 학생이 정식으로 SU 코스의 수강을 신청했으나 더 이상 SU 학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이수 취소 신청서(Drop Course Form)를 이수 취소 마감일(2017년 가을 = 11월 17일, 2018년 봄 = 
4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해당 학생을 Syracuse University 수강생 명단에서 제외하고 학생/부모님에 대한 재정 의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SUPA에서 수강 신청은 했지만 대학 학점을 원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단 SU 코스에 수강 등록을 하면 재정적 책임이 면제되는 유일한 경우는 마감일까지 이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코스의 이수를 정식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학생 기록 담당 교직원:
Christine Signy
전화: (315) 443-5705 
이메일: suparegistration@syr.edu
근무 시간: 7:00 AM- 3:30 PM

관련 문서(http://supa.syr.edu/forms)
•  재정지원서(Financial Assistance Form)
•  이수 취소 요청서(Drop)
•  취소 처리 요청서(Withdrawal)
•  성적 증명서 요청(Transcript Request)

등록 마감일 2017년 가을 2018년 봄

온라인 등록 포털 사이트 오픈 일자 9월 1일 2월 1일

온라인 등록 포털 사이트 종료 일자 10월 6일 3월 2일

SUPA 사무소의 서명한 신청서 수령 마감일 10월 13일 3월 9일

온라인 신청서 삭제(미서명 또는 불완전한 
신청서 삭제)

11월 10일 4월 5일

이수 취소 마감일
(본교에 대한 재정 책임 면제)

11월 17일
(가을부터 학기 말까지)

4월 13일
(봄에만 해당)

코스 취소 처리 마감일
(본교에 대한 재정 부담 지속) 

1월 20일(2018) 5월 18일

수업료 마감일 첫 번째 수업료 지급 마감일* 첫 번째 수업료 지급 마감일*

청구서는 가을 학기용으로 9월부터 매달 발행되며 이후 
학기말까지(봄 학기용은 2월에 발행 시작) 발행됩니다. 

10월 15일 또는 
11월 15일

3월 15일 또는 
4월 15일

*첫 번째 수업료 지급 마감일은 서명한 수강 신청서를 SUPA 사무소가 수령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SUPA 연락 정보, 관련 문서 및 링크



온라인 등록: pass.supa.syr.edu 
학비: 1학점 당 $112.00(예: 3학점 = $336.00) 

SUPA 신입생을 위한 안내

SUPA 재학생 안내

코스 수강 신청 전 필요사항: 

•  pass.supa.syr.edu를 방문합니다. 
•  “High School Student”(고등학생)를 클릭하고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를 클릭합니다. 
•  “Register for Classes”(강의 신청)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Create Application”(신청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  목록에서 신청을 원하는 코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코스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Register for Selected”(선택한 코스 신청)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코스를 검토하고 그중에서 원하는 코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왼편에 있는 “Print Application”(신청서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Download PDF Application” 
(PDF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신청서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프린트 및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학생과 부모님/후견인이 서명하여 SUPA instructor나 SUPA coordinator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SSN)은 본교가 IRS 세법에서 규정하는 연방 요건을 준수할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강을 원하는 전체 코스 내역 및 강의 시간 여러 개의 SU 코스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하나만 작성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후견인 이메일 주소 및 휴대 전화 번호 
•  PDF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할 수 있는 컴퓨터
*공용 컴퓨터의 경우, 프린트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PDF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자세한 안내

•  재학생의 9자리 SU ID 번호와 이전에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원래 신청서에서 생성했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나 SU ID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로그인 페이지 https://pass.supa.syr.edu/student-login 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  수강을 원하는 전체 코스 내역 및 강의 시간 
•  부모님/후견인 이메일 주소 및 휴대 전화 번호 
•  PDF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할 수 있는 컴퓨터
 *공용 컴퓨터의 경우, 프린트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PDF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자세한 안내

이전 수강 신청서를 불러오기 전 필요사항: 

•  pass.supa.syr.edu를 방문합니다. 
•  “High School Student”(고등학생)를 클릭하고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사이드의 “I have filled this form before”(신청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아래에서 “login here”(여기에서 로그인)를 클릭합니다. 
•  본인의 이메일 주소, SUID,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본인의 프로필 세부 내용(‘졸업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후 ‘Update’를 클릭해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  화면 왼편에서 “Register for Courses”(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  목록에서 신청을 원하는 코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코스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Register for Selected”(선택한 코스 신청)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코스를 검토하고 그중에서 원하는 코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왼편에 있는 “Print Application”(신청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Download PDF Application” 
(PDF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신청서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인쇄 및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학생과 부모님/후견인 모두가 서명하며 SUPA instructor 또는 SUPA coordinator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