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크로스오버」 수강신청 유의사항
1. 교과목 구성
과목명

학수번호

크로스오버 1 : 인간의 탐색

GEB1112-001~010

크로스오버 2 : 자연의 탐색

GEB1113-001~011

크로스오버 3 : 사회의 탐색

GEB1114-001~017

학점(시수)

2학점
(2시간/주)

평가방식

Pass / Fail

분반수

대상

10반

이공계열 학생

11반

인문사회계열 학생

17반

신입생 전체

※ 단, 자연의탐색 011분반과 사회의탐색 017분반은 외국인학생 전용 분반입니다.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신
청이 불가능합니다.

2. 계열별 교과목 이수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수강 교과목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수강 교과목

크로스오버 1 : 인간의 탐색

크로스오버 2 : 자연의 탐색

(1학년 1,2학기 중 자율 선택 수강)

(1학년 1,2학기 중 자율 선택 수강)

크로스오버 3 : 사회의 탐색

크로스오버 3 : 사회의 탐색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중 자율 선택 수강)

(1학년 2학기 수강)

3. 수강신청 유의사항
§ 「크로스오버 1/2」 교과목은 1학기나 2학기 중 학생의 자율 선택에 따라 수강 가능하므로, 2019-2학기에
수강하지 못할 경우 차학기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의 「크로스오버3」 권장 이수학기는 1학년 2학기입니다. 금학기에 신청하여 수강하시
기 바랍니다.
§ 「크로스오버 1/2」와 「크로스오버 3」은 한 학기에 동시 수강 가능합니다.
§ 「크로스오버」 교과목 재수강은 동일한 학수번호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과목별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은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기간 중 분반 여석이 없으면, 신청일 내에 프런티어학부대학 행정실로 연락하여 신청 가능한 분
반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크로스오버」 교과목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수강하는 기초교양필수 교과목이므로 타 학번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교재
「크로스오버」 교과목은 프런티어학부대학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신입생들은 1학기 초에 배부 받은 교재를 수업시간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프런티어학부대학 행정실 (60주년기념관 1306호, 032)860-9256)
§ 프런티어학부대학 홈페이지 (generaledu.inha.ac.kr)

* 강의시간표 조회 방법 (수강신청사이트)
좌측메뉴 교과조회 > 강의시간표 > 학과/전공 탭 조회
또는 교과조회 > 강의시간표 > 기타 > 크로스오버 탭 조회
* 크로스오버3:사회의탐색 수강신청일 안내
1) 인문사회계열 (8월14일(수), 8월21일(수) 신청 가능)
- 강의시간표 > 본인 학과 탭 조회
- 금학기 권장 이수학기이므로 금학기에 신청하여 수강하기 바랍니다.
2) 이공계열 (8월21일(수) 신청 가능)
- 강의시간표 > 기타 > 크로스오버 탭 조회

-----------------------------------------------------------------------------------수강신청 기간 중 원하는 분반의 여석이 없다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강신청일 내에 프런티어학부대학 행정실로 연락하시어 신청 가능한 분반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입력은 원칙상 불가능하오니 꼭 수강신청일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