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방법

1.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의 교과목코드(교과목명) 확인

2. 해당 교과목의 수업방법/주차 확인  

  예시① S080090-01 사회복지법제론 : 2,3,4,13,14주차에 실시간화상수업 진행/9,10,11주차에 대면수업(집중이수) 진행/나머지 주차는 온라인수업 진행

        



    예시② H030690-1A 정신건강론 : 13,14주차에 대면수업(집중이수) 진행/나머지 주차는 온라인수업 진행

        

3. 주차/강의시간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선택하기
  예시① S080090-01 사회복지법제론 / H030690-1A 정신건강론은 주차, 강의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2개 교과목 모두 수강신청 가능

        

        

  
  예시② E100060-02 웰빙과웰다잉 / E021110-01 여성과건강은 시간은 중복되나 주차가 달라 2개 교과목 모두 수강신청 가능     

           

        
        
  예시③ E080260-01 고분자공학 / E080840-1A 반응공학은 주차-강의시간이 모두 중복되므로 2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 중복되는 교과목이 너무 많아요.
A. 수강신청 할 교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주차”와 “강의시간”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의시간이 같더라도 주차가 다르면 2개 교과목 모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수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면수업주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  고

교  양 6주차/12주차 7주차 16주차  ※ 학과지정 교양필수, 교양선택은 
전공주간에 배정될 수 있음전  공 2~4주차/9~11주차, 13~14주차 8주차 15주차

Q. “KIU포털시스템-개설강좌조회”에서 주차가 없는 기간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나요?
A. “KIU포털시스템-개설강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의기간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화상수업의 

강의시간입니다. “개설강좌조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차는 LMS에 동영상수업이 업로드 될 예
정이며, 학생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1주일 내에 강의를 시청(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제출 포함)
하면 됩니다. 각 주차별 수업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과목담당교수가 LMS에 공지하거나 
수업계획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Q. 동영상 강의(비대면수업)는 강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실시간화상수업을 제외한 동영상 강의는 LMS에 주차별로 동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학생들

은 시간에 관계없이 1주일 내에 강의를 시청(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제출 포함)하면 됩니다. 각 
주차별 수업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과목담당교수가 LMS에 공지하거나 수업계획서에 게
시될 예정입니다.

Q. 주차에 적혀있는 기간동안 대면수업을 하나요?(예:주차가 “4”이면 4주간 학교에 나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주차에만 대면수업을 진행합니다. 주차에 “4”라고 적혀있으면 개강 후 넷째주에

만 대면수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차별 기간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기간 주차 기간

1 8/31~9/4 9 10/26~10/30

2 9/7~9/11 10 11/2~11/6

3 9/14~9/18 11 11/9~11/13

4 9/21~9/25 12 11/16~11/20

5 9/28~10/2 13 11/23~11/27

6 10/5~10/9 14 11/30~12/4

7 10/12~10/16 15 12/7~12/11

8 10/19~10/23 16 12/14~12/18

 

Q. 분반 “1A”는 무엇인가요?
A. 대면수업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분반입니다. “01”, “02” 분반과 동일

하게 생각하여 본인 시간표에 맞는 분반으로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Q. 분반 “01”, “1A”를 동시에 수강신청해야 하나요?
A. “01”, “1A”는 각각 별개의 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주차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본인 

시간표에 맞는 분반으로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주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  고

교  양 7주차 16주차  ※ 시험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전  공 8주차 15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