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수제 안내

집중이수제란 : 교과목의 특성 및 학점에 따라 수업 기간을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운영하는 교과목
대상 교과목 : 미적분학1 A01(목 7-12.5교시), 미적분학2 A08(목 7-12.5교시)
※ 집중이수제(미적분학1, 미적분학2)는 2학기에만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운영 예시
일반
교과목

집중이수제 운영시

수업기간

주당 강의시간

수업기간

주당 강의시간

 미적분학1(3학점)

15주

3시간
(총 45시간)

7주 또는 8주 이내

평균 6시간 내외
(총 45시간)

 미적분학2(3학점)

15주

3시간
(총 45시간)

7주 또는 8주 이내

평균 6시간 내외
(총 45시간)

집중이수제 교과목 주차별 운영 계획(안)
주차별 운영
교과목

1주~7주

8주

9~15주

16주

 미적분학1(3학점)

7~12.5교시

7~9.5교시

-

-

 미적분학2(3학점)

-

-

7~12.5교시

7~9.5교시

※ 주당 6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운영방식은 off-line 3시간, on-line 3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차별 운영 계획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Q&A
Q. 미적분학1 은 집중이수제로 개설되어있는 시간(미적분학1 A01 목 7-12.5교
시)외에 주간 수업이 없나요?
A 미적분학1은 1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2학기에는 집중이수제인 A01분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Q. 수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A. 미적분학1 A01(목 7-12.5교시) 의 경우 9/2~10/21
미적분학2 A08(목 7-12.5교시) 의 경우 10/28~12/16 로 예상됩니다.
각 교과목당 총 수업시간은 45시간입니다.
※ 집중이수제 교과목(미적분학1 A01, 미적분학2 A08)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수업기간 주수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Q. 둘 중에 한 과목만 신청해도 되나요?
A. 둘 중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 운영 기간이 상이하므
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수업 운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Q. 한과목은 집중이수제 교과목으로, 한과목은 일반 교과목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예) 미적분학1 A01(집중이수제 교과목), 미적분학2 A01(일반 교과목) 신청 가능
Q. 7주 또는 8주가 끝나면 종강 인가요? 강의가 끝 인가요?
A. 해당 교과목에 대한 7주 또는 8주 수업이 끝나면 종강(강의 끝)입니다.
Q. 시험은 언제 어떻게 보나요?
A. 수업 운영 기간(7주 또는 8주)내에 해당 교수님의 운영에 따라 중간, 기말고
사를 실시합니다.

Q. 출석은 몇 번 빠져야 F인가요?
A. 출석하여야 할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
과목 성적은 F등급입니다.
Q. 두 과목이 한 학기에 이수 되는 건가요?
A. 두 과목 모두 수강 신청 시 한 학기에 모두 이수 됩니다.
Q. 종합정보시스템이나 성적증명서에 집중학기제라는 특이사항이 기록 되나요?
A. 특이사항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Q. 성적은 언제 나오나요?
A. 집중이수제 일부 교과목의 경우 일반 교과목 보다 먼저 종강이 되더라도 수
업 운영(수강) 외에 모든 일정은 일반 교과목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처리 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