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강신청 관련 안내문]
■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 2020. 2. 27.(목) 09시~2020. 2. 28.(금) 17시
■ 학번조회
- 신·편입생 학번 생성일: 신입생(19일), 편입생(17일)
- 상기 일자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링크 추후 연결 예정)
■ 개설강좌(시간표) 조회
- 수강신청 사이트 → 개설강좌 조회(잔여석 확인 가능): https://haksa.hallym.ac.kr/hluv/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시간표도우미s(잔여석 확인 불가 유의)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중 학교 메인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수강신청 사이트
- 접속: https://haksa.hallym.ac.kr/hluv/
■ 유의사항
- 위 기간 중에는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만 수강신청가능
- 기존 재학생 및 휴학생, 편입생 등은 신청 불가
■ 향후 수강관련 일정

구분

일정

수강 변경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2020. 3. 16.(월) 09시 ~ 3. 20.(금) 17시
2020. 3. 30.(월) 09시 ~ 4. 1.(수) 17시

■ 사회복지학부 특이사항
- ‘사회복지학개론’과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 은 학부에서 직접 수강신청 하오니, 해당 시
간과 겹치지 않게 시간표 작성 요망
(해당교과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시간표에 포함됩니다)
-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은 학번 부여 후 본인이 포함된 강좌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학번
생성일 이후 확인 및 시간표 중복되지 않게 신청 바람
- 한림대학교 공식홈페이지에서 2020학년도 졸업기준 확인
-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학부 졸업기준 및 이수구분표 확인하여 수강신
청 진행 추천
■
-

문의사항
기초 및 교양 수강문의 : 교양기초교육대학 248-2755~6, 248-2760
전공 수강문의 : 사회복지학부 행정실 248-1760, 1769
수강시스템 문의 : 교무팀 248-1012~7

2020-1학기 기초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2020. 02. 10
일송자유교양대학
영역

내 용

수강신청방법

- 신입생 전체 온라인 영어분반고사(일정은 한림대학 공지사항
참조)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수준별 분반 편성.
- 분반별 수강대상학과 지정 폐지
- 학생 본인의 트랙 및 시간표에 맞춰서 직접 수강 신청 ★
점수구분

[기초]-글로벌소통
: 대학영어1,2,3,4

토익
300점 미만
토익
300-450점 미만
토익
450-600점 미만
토익
600점 이상

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2학년1학기

대학영어1

대학영어2

대학영어3

대학영어2

대학영어3

의무
이수학점
9학점
6학점

<재학생 및 휴학생>
- 2020.03.16.~20(금)
(수강신청변경기간 중

대학영어3

대학영어4

대학영어4

6학점
3학점

잔여석만큼 신청가능)
<신입생>
- 2020.02.28.

※ 2020-1학기 대학영어4(09),(10),(11) : 의예과 대상 분반

(신입생 수강신청 기

- 분반별 수강대상학과 지정 폐지

간 중 신청가능)

- 학생 본인의 시간표에 맞춰 직접 수강 신청 ★
[기초]-의사소통

- 기초 의사소통 영역 교과목 중 택1(사고와표현 또는 “[삶의질

: 사고와표현

문]삶의큰질문:사랑, [삶의질문]삶의큰질문:즐거움” 중 택1, 2학점

:[삶의질문]삶의큰질문:사랑

이상 의무 이수)

:[삶의질문]삶의큰질문:즐거움

※ 현재 폐지된 과목인 “읽기와쓰기, 발표와토론” 재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사고
와표현 또는 “[삶의질문]삶의큰질문:사랑, [삶의질문]삶의큰질문:즐거움” 수강신청
후 대체재이수를 신청(2020.03.16.~18)해야 함.

각 분반 해당학과별 일괄 수강 처리되며, 일괄 수강 처리 된
[기초]-정보소통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

: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

창의코딩파이썬

[기초]-글로벌소통
일송자유교양대학

재학생의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잔여석 만큼 신청 가능하나,
담당 교수님께 문의 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음.

: 창의코딩파이썬

문의처

1학년 학생들은 분반이동 불가함.

[기초]-의사소통
[기초]-정보소통
전체교양문의

관련전공자 및 유사과목 수강자 & 신입생 수강 불가

대학영어1,2
대학영어3,4

033-248-2756
033-248-2972
033-248-2755
033-248-2753
033-248-2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