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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공시시기】: 2022년 4월, 10월
【공시내용】: 2022년 학생 규모별 강좌수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22학년도 1학기(4. 1.), 2학기(10. 1.))

기준연도 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수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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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학기】: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학생 규모별 강좌수】: 학기별로 개설된 강좌를 수강인원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입력

※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는 경우 OCU, KCU 등 외부에서 개설되는 강좌는 제외하고, 대학 자체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만 포함하여 입력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
※ PASS/FAIL과목 및 학점이 없는 강좌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입력
※ 입력 제외 대상(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담당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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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개인이 현장체험이나 사회봉사, 인턴십을 하고 학점을 받는 등 100%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목(단, 교원이 직접 학생을 인솔한 경우는 입력)
  - 교수가 학생 1인을 논문지도 해주는 경우(단,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지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입력)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연간 2학기 운영 대학은 1학기 현황은 4월, 2학기 현황은 10월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월 및 10월공시 입력 시기에 학기가 확정된 다학기제 또는 계절제 등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각각 4월 및 10월공시에 입력(4학기 이상은 10월공시 이후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 4월 및 10월공시 입력 시기에 학기가 확정되지 않은 다학기제 또는 계절제 등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학기별로 확정 시 입력(1학기는 4월공시 이후, 2학기 이상은 10월공시 이

후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구분 입력 시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상
4월 및 10월공시에 학기가 확정된 대학

연간 2학기 운영 대학 4월공시 10월공시 - -
연간 3학기 이상 운영 대학 4월공시 10월공시 10월공시 10월공시 이후

4월 및 10월공시에 학기가 확정되지 않은 대학 4월공시 이후 10월공시 이후 10월공시 이후 10월공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