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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공시시기】: 2022년 4월
【공시내용】: 2021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21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기준연도 학기 교직 성적인정 학생총수 등급 평점 학생 수 비율(%)
1
2
3
4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학기】: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조사대상】: 교직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교직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교직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함.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학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 본교 학생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 인정 시점이 각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 2021년 학기별(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예 : A과목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닌 학생의 본 소속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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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수학교육과 학생이 2021년 1학기 ‘교직’인 ‘교육학개론’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교직’인 교육학개론’를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고, 2학기 성적산출이 종료된 이후 수강 이력 삭제 신청을 하여 1학기에 들었던 성적 C를 삭제하였음- 올바른 예 : 성적분포 결과 입력 자료기준일은 매 학기별 최종성적 산출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O)- 잘못된 예 :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X) / 1학기에만 재수강한 성적 A를 입력함(X), 재수강을 반영하지 않아 1학기만 C를 입력함(X)
2. 타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교직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의 교직성적에만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등급(평점)】: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 수/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