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 584-5396 / FAX: (626) 584-5308   
iso-advisor1@dept.fuller.edu 

 
 

이 양식은 수강신청 전 ISO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학기 첫 번째 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날짜 (Today’s Date): __________________ 신청 학기 (Quarter Requested) : ________________ 년 (year) 

□ 겨울 학기 (Winter)        □ 봄 학기 (Spring)               □ 여름 학기 (Summer)             □ 가을 학기 (Fall)    

  

 

성 (Family Name)                              이름 (First Name)                          학생증 번호 (Student ID #) 

 

 

전화번호 (Phone)                           이 메일 (E-mail)                                             서명 (Signature) 

 

연방 시행규칙 (Federal Regulations)에 따라 F-1, J-1 또는 J-2 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은 비 

이민 학생 신분(non-immigrant student status)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정규 수업 (a full course 

load)을 수강해야 합니다. 아래에 제시되어있는 사유들에 한해서만 정규수업 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에 대한 승인을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ISO)로 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Academic 

Advisor 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귀하는 이 양식을 ISO 에 제출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업 양을 줄이기 위해 ISO 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들 

 

 □ 질병 또는 기타 의학적인 사유 (면허를 소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방학 학기 (vacation quarter) (Pasadena 캠퍼스에서 최소 3 학기 연속 정규 수업을 마친 경우에만)  

 

(기타 사유의 경우 ISO Advisor 와 상담 바랍니다.) 

 

수업 양을 줄이기 위해 Academic Advisor 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들 

 

□ 학위 과정 초기에 겪게 되는 학업 상의 어려움들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학위 과정 당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짐) . 

 

       ________ 영어                           

________ 독서 요구량                             

________ 미국적 교수법 

 

□ 마지막 학기: 본 학생은 졸업을 위해 ________ 학점(units) 만을 이수하면 됩니다.  

 

Academic Advisor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ISO Office Use Only 

 

Date Receiv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ntered FSA no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ified student: □ e-mail  □ phone            Gave copy to Academic Advisor?______________________ 

 

□ Approved □ Deni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ternational Advisor’s Signature                                  Date 
 Last Updated 09/03/2009 

  정규수업 감소 신청서  
(Request for reduced course 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