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택에 따른 S/U (Satisfactory/Unsatisfactory) 평가제도

1

도입 취지

□ Letter Grade로 개설된 과목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S/U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S/U 성적은 평량평균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 성적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학생들이 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도전적으로 수강하도록
유도
□ 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계열·학과에서 개설
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문간 교류를 장려하
고 융합적인 관찰력과 사고력 배양을 촉진함

2

S/U평가 선택 허용 범위

□ 허용 한도: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
□ 교과목 제한: 제1전공 승인자 중 소속학과(2전공/연계전공 포함) 이외의 과목 수강
시에만 허용함(단, 2천단위 이상 전공 교과목에 한함)
□ 교양, 교직(TTP), 현장실습, P/NP평가 과목, 대학원 교과목 제외
□ 대학 공통으로 개설하는 교과목 및 교직과목은 S/U 평가 신청 불가
※ S/U평가로 이수한 교과목은 교직이수요건(전공과목 포함)으로 인정불가
예시1) 공과대학 공통 교과목은 공과대학 소속 학생이 S/U 평가 신청 불가
예시2) 지구과학 교직이수자가 대기과학입문을 S/U평가 선택시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불가

□ 기타 소속학과에서 신청 불가로 결정한 타전공 교과목 신청 불가

3

S/U평가 기준

□ C0 이상(C0~A+)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 등재 시 S로 등재
□ C- 이하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U로 등재하며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 Letter Grade는 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성적에는 S/U만 등재

4

S/U평가 성적 선택자에 대한 제한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최)우등상/우수상 수상기준 산정 시 제외함
 S/U평가를 제외한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이상인 경우 (최)우등상/우수상
시상 대상자에 포함
 S/U평가를 제외한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인 경우 (최)우등상/우수상
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S/U평가 과목에서 U의 성적을 받은 자는 해당학기 (최)우등상/우수상 대상에서 제외
함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이라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산정 시 Letter Grade(원성
적) 성적으로 반영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교내/외 장학금 산정 시 S/U평가 반영된 성적으로 적
용

5

S/U평가제 신청 대상 및 시기

□ 신촌/국제캠퍼스 학생(의/치과대학 소속 제외)
□ 2022. 5. 2.(월) 9:00 ~ 5. 4.(수) 17:00
※

6

단, 계절학기에는 S/U평가 신청 불가

유의사항

□ S/U평가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변경/취소 불가
□ S/U평가로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횟수 내(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은 총 4회 이내에서만 재수강 가능)에서 재수강 가능, 재수강시 이수학점은 취소되
며 재수강시 Letter Grade로 평가(재수강 과목도 S/U평가 신청가능)
□ Letter Grade로 이수한 교과목도 재수강 시 S/U평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