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_법학과
■ 수강신청 기간 : 2020. 2. 27.(목) 09시~2020. 2. 28.(금) 17시
■ 학번조회
- 신입생 학번 생성일: 신입생(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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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만 수강신청가능
- 기존 재학생 및 휴학생, 편입생 등은 신청 불가
■ 향후 수강관련 일정
- 수강 변경 : 2020. 3. 16.(월) 09시 ~ 3. 20.(금) 17시
-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 2020. 3. 30.(월) 09시 ~ 4. 1.(수) 17시

★수강신청과목★
- 법학과 1학년 전공과목

: 기초법률용어(직접 수강신청)

https://law.hallym.ac.kr/law/major/curriculum.do (법학과 홈페이지-전공안내-교과과
정)
- 교양과목 (뒷페이지 참조)
1. [기초] 글로벌소통 : 대학영어1,2,3,4(학생 개별 점수에 맞춰 직접 수강신청)
2. 오디세이세미나1(김경태교수님, 김상훈교수님, 윤효영교수님, 허명국교수님 합동강의_직
접 수강신청)
3. [기초] 의사소통 : 사고와표현, [삶의질문]삶의큰질문:사랑, [삶의질문]삶의큰질문:즐거움
중 택1(직접 수강신청)
- 교양 일괄배정 : 법학과 1학년 신입생 모두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 행정실에서 자동 배정
예정(2학점)
■ 문의사항
- 기초 및 교양 수강문의 : 교양기초교육대학 248-2755~6, 248-2760
- 전공 수강문의 : 법학과 행정실 248-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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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