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안내

1. 주요 사항

2. 성적평가방법 변경 신청 방법

 ① 서울대학교 포털 mySNU(http://my.snu.ac.kr) 로그인 

 ②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성적평가방법변경신청 메뉴

 ③ 수강신청 과목 중 성적평가방법 선택 가능 교과목 확인 > 선택 > 저장

   구분 내용 비고

대상 학사과정 학생

기간
개강일 ~ 수업일수 1/4선

(2021. 3. 2.(화) ~ 2021. 3. 25.(목))
선택기간 내 자유롭게 변경 가능

단, 기간 종료 후 별도 조치 불가능

방법
포털 mySNU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수업 > 성적평가방법변경신청
체육 및 특수 교양교과목과 변경방법 동일

선택사항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등급제(A~F) → 급락제(S/U))
미선택 시 해당 교과목 기본 평가방법(A~F) 적용

선택가능
학점

재학 중 최대 9학점

성적평가방법 변경 교과목 교과 구분 변경
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전공당 3학점까지
일반선택→ 전공필수/전공선택 교과구분 변경 가능

재이수
처리

최초 수강 학기에 선택한 방법 유지
단, 급락제(S/U) 이수 후
다전공선발 또는 전과 후

본인전공으로 재수강시 등급제(A~F)로 이수

http://it4u.snu.ac.kr


※ 성적평가방법 변경기간(정규학기 기준 개강일~수업일수 1/4선) 동안 수정 가능 

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유의

3. 주요 FAQ

○ Q1. 체육교양교과목(수영 등)을 3학점 S/U로 이수했습니다. 앞으로 6학점만 S/U 이수가 가능한가요?

   A1.‘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를 적용하는 전공 교과목만 9학점 제한에 포함됩니다. 

        모든 수강생을 S/U로 평가하는 수업이나 체육 교양교과목 등은 9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2. 1/4선이 지났는데, 공문처리 등으로 성적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재수강 시에도 최초수강 때 선택한 방법으로 재수강을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Q3. 초수강 때는 부전공하고 있는 과목이 아니라서 타전공이므로 S/U로 이수했는데, U를 받았고

       재수강을 하는 학기에는 부전공에 선발되었습니다. S/U로 재수강이 가능한가요?

   A3. 타 전공일 경우 성적평가방법 선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재수강 시 본인의 전공 과목이 되었다면 A~F로만 이수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적용 교과목

연번 대학 학과(부)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구분

1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102.405 중국현대문학론 전선

2 인문대학 철학과 113.226 한국철학사 전필

3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9.21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필

4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9.304 사회복지정책 전필

5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9.32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전선

6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M1311.000800 청소년복지 전선

7 경영대학 경영학과 251.335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전선

8 경영대학 경영학과 251.339 보험과 위험관리 전선

9 경영대학 경영학과 251.450 기업가치금융 전선

10 경영대학 경영학과 M2171.000400 위험과 경영 전선

11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700.131 인문지리학 전선

12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357.424 가족정책론 전선

13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353.429A 패션리테일링 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