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일반과목군(의사소통영어-초급,중급,고급)」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관련 유의사항
 원어민교수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회화수업 (3시간/주), 총15주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 시 학칙에 의해 "F" 처리되며 이는 학년에 예외없이 적용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과목군 교과목(의사소통영어-초급, 중급, 고급)수업을 먼저 이수한 후 심화과목군 교
과목 수강 가능
 졸업예정자 : 계절학기 개설 여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설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정규학기 수강 요망
 분반별 상대평가

2. 학번별 수강신청 유의사항
 2019학년도 입학생
레벨 : 지정된 레벨만 수강신청 가능( 반드시 본인이 배정받은 레벨에 맞게 수강신청)
군 : 가능하면 본인 과에 해당하는 군으로 수강신청( 불가피할 경우 자유롭게 수강신청 가능)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18학번 포함)
레벨 : 미 지정(자유롭게 수강신청 가능)
군 : 가능하면 본인 과에 해당하는 군으로 수강신청( 불가피할 경우 자유롭게 수강신청 가능)

3. 재수강 연동과목
 아래 표에 지정된 재수강 인정과목을 이수해야 재수강으로 인정됨
~2014학년도
취득 과목명(학수번호)

2015학년도~

비고

구분

Academic English 1 (GEB1105)
(舊대학영어1:UE105)
Academic English 2 (GEB1106)
(舊대학영어2:UE106)

2014-2학기 이후
폐지

➞

재수강 인정 과목명(학수번호)

비고

의사소통영어 (GEB1107)
일반
과목군

의사소통영어: 중급 (GEB1108)

2015-1학기부터
개설

의사소통영어: 고급 (GEB1109)

4. 신입생 레벨 배정
 기초학력평가를 통해 배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일시에 기초학력평가에 응시
(기초학력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레벨 배정이 안 되어 있으므로 수강신청 불가)
 반드시 지정된 레벨에 해당하는 교과목 이수(레벨변경 불가능)
※ 관련내용: 인하대학교(http://www.inha.ac.kr) 또는 프런티어학부대학(http://generaledu.inha.ac.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 레벨별 분반 편성 비율 및 성적분포


시험문제 및 성적분포가 레벨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신중히 레벨을 결정해야 함
과목명

학수번호

레벨

분반수

A

A+B

C-F

의사소통영어:고급

GEB1109

고급

15반

40%

85%

15%

의사소통영어:중급

GEB1108

중급

29반

35%

75%

25%

의사소통영어

GEB1107

초급

36반

25%

60%

40%

6. 의사소통영어 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참여도

기타

총점

배점

25

25

10

10

30

100

7. 「의사소통영어」교재
- 초급 : UNLOCK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Student’s Book 2
- 중급 : UNLOCK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Student’s Book 3
- 고급 : UNLOCK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Student’s Book 4

※ 교양필수영어 교과과정 개편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2015 대학영어 개편안내’
첨부파일 참조

8.「의사소통영어」군별 학수번호
 군별 시간표는 권고사항이며 다른 군 수강신청 가능(군별 제한없음)
※ B그룹(가,나,다군)의 경우 1학기에 수강 권장(각 군에 대한 과는 표 하단참조)
A그룹

1학년 학과

라군

건축학부
공간정보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사회인프라공학과

마군

바군

기타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레벨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신소재공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환경공학과
해양과학과

고급

미래융합대학

초급

국제학부

중급

고급

학수번호

시간표

GEB1107-001~006

월요일 4,5,6 / 수요일 7,8,9

GEB1107-007~011

월요일 10,11,12 / 목요일 4,5,6

GEB1108-001~003

월요일 1,2,3 / 수요일 10,11,12

GEB1108-004~007

월요일 7,8,9 / 목요일 1,2,3

GEB1108-008~010

화요일 4,5,6 / 목요일 7,8,9

GEB1109-002~003

월요일 4,5,6 / 수요일 7,8,9

GEB1109-004

월요일 10,11,12 / 목요일 4,5,6

GEB1107-012~014

월요일 10,11,12 / 목요일 4,5,6

GEB1107-015~022

화요일1,2,3 / 목요일 10,11,12

GEB1108-011~012

화요일 4,5,6 / 목요일 7,8,9

GEB1108-013~018

화요일 10,11,12 / 금요일 1,2,3

GEB1108-019

수요일 4,5,6 / 금요일 7,8,9

GEB1109-006

월요일 10,11,12 / 목요일 4,5,6

GEB1109-007~008

화요일 1,2,3 / 목요일 10,11,12

GEB1107-023~028

화요일 7,8,9 / 금요일 4,5,6

GEB1107-029~033

수요일 1,2,3 / 금요일 10,11,12

GEB1108-020~023

수요일 4,5,6 / 금요일7,8,9

GEB1108-024~025

화요일1,2,3 / 목요일 10,11,12

GEB1108-026~027

화요일 13,14,15 / 목요일 13,14,15

GEB1108-028~029

수요일 1,2,3 / 금요일 10,11,12

GEB1109-009

화요일 1,2,3 / 목요일 10,11,12

GEB1109-010~012

화요일 7,8,9 / 금요일 4,5,6

GEB1107-034~036

토요일 1,2,3,4,5,6

GEB1109-001

월요일 4,5,6 / 수요일 7,8,9

GEB1109-006

월요일 10,11,12 / 목요일 4,5,6

GEB1109-013

월요일 7,8,9 / 목요일 1,2,3

GEB1109-014

화요일 4,5,6 / 목요일 7,8,9

GEB1109-015

화요일 10,11,12 / 금요일 1,2,3

* B그룹(1학기) : 가/나/다 군
가군: 경제학과/경영학과/아태물류학부/국제통상학과/의예과/간호학과
나군: 언론정보학과/정치외교학과/글로벌금융학과/행정학과/영어교육과/국어교육과/사회교육과/교육학과/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소비자학과/아동심리학과/의류디자인학과/사회복지학과
다군: 중국학과/일본언어문화학과/프랑스언어문화학과/영어영문학과/한국어문학과/철학과/사학과/문화콘텐츠학과/
문화경영학과/스포츠과학과/시각정보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연극영화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