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요조사 안내

2018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개설 과목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
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수요조사 기간 : 2018. 10. 1(월) 10:00 ~ 10. 5(금) 24:00

2. 혜택 : 계절학기 수요조사 참여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11.19~11.20, 2일간)

3. 수요조사 신청과목 수 : 최대 3과목 (온라인 강좌 포함)
- 2018학년도 2학기 본인이 수강 중인 과목은 신청 불가
- ERICA캠퍼스 설강 과목만 수요조사 선택 가능

4. 계절학기 수요조사 참여방법
① HY-in 로그인 → 수업 → 계절학기 수요조사 화면에서 학수번호 및 해당과목 입력 후 조회

② 과목명 조회 후 원하는 과목 선택
③ 원하는 과목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 클릭

④ 수요조사 결과 조회 화면에서 현재 인원수에 본인이 신청한 과목까지 포함하여 카운트된 숫자
확인 가능 (신청인원-과목명-학수번호 순으로 조회 가능)

5. 유의사항
1) 수요조사 결과는 계절학기 개설 과목의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수강희망 인원이 20명 이상인 강좌는 관장학과와 협의하여 가급적 개설할 예정이나, 교강사
섭외가 불가능한 강좌는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수강희망 인원이 많더라도 교강사 부족으로 수강희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수강희망 과목 중 조회가 되지 않는 과목은 과목 형태상 개설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5) 일반물리학실험1,2 일반화학실험1,2 강좌를 제외한 실험, 실습이 포함된 강좌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6)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본인이 수강 희망하는 과목명 또는 학수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
니다. (성적증명서, HY-in 포털의 성적조회 등을 참고하여 학수번호와 과목명 사전 확인)
7) 본인이 신청한 과목이 모두 개설되었더라도 시간이 중복되면 1과목만 수강 가능합니다.
8)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실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18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9) 다전공 이수자 및 신청예정인 자는 계절학기 수요조사 기간을 통하여 수강 희망 과목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6. 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안내
1) 겨울 계절학기 기간 : 2018. 12. 24(월) ~ 2019. 1. 15(화)
- 2,3 학점 과목 주 5일 3주간 수업,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수강신청 기간
- 1차 수강신청 : 2018. 11. 19(월) 10:00 ~ 11. 22(목) 24:00
(19, 20일은 수요조사 참여자만 신청 가능)
- 2차 수강신청 : 2018. 11. 26(월) 10:00 ~ 11. 27(화) 17:00
(서울캠퍼스 교차 수강신청 가능)

3) 계절학기 수업시간 및 신청 과목 수
- 수업시간
3학점: 1일 3시간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6:00) 15일 45시간
2학점: 1일 2시간 (오전 10:00~12:00 / 오후1 13:00~15:00 / 오후2 15:00~17:00) 15일 30시간
- 신청 과목 수
오프라인 강좌만 수강 시 : 1인당 최대 7학점
오프라인 + 온라인 강좌 병행 시 : 1인당 최대 8학점
4) 수강료 : 학점 당 87,000원
- 수강료 납부기간 : 2018. 12. 3(월) ~ 12. 4(화) 16:00

※ 계절학기 관련 문의 : ERICA 교무처 학사팀 031-400-4217

ERICA 교무처 학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