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학부별 온라인 공개수업 협의회 일정

2021-2학기
2021-2
운영
2021-2학기
학기 온라인
온라인 집중
집중 공개수업
공개수업 운영(안)
운영((안
안))

학부

일자

시간

수리정보과학부

10/1(금)

6교시

물리지구과학부

10/1(금)

8교시

교무연구부

Zoom 회의 참가 정보
- ID: 320 376 3844
- PW: 3BRbPV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3446858424?pwd=cG9ibzdjSG

1. 2021-2학기 온라인 집중 공개수업 주간 운영안

xhcDRHUFBZQUFrRTl6dz09

가. 대상 : KSA 학생 및 학부모, 교원

- ID: 344 685 8424

나. 기간 : 9월 27일(월) ~ 10월 1일(금)

- PW: 159643
- Zoom 회의 참가 :

다. 방법 :

https://zoom.us/j/3517061371?pwd=YXdkYkpFU

- 온라인 수업 공개

화학생물학부

· 학교 홈페이지 수업 영상 탑재

10/1(금)

8교시

1cwYVExT0lTUERyV1dvUT09
- ID: 351 706 1371

☞ 공개수업 영상은 공개수업 주간부터 2주 간 전체 공개

- PW: 123456
- Zoom 회의 참가 :

☞ 그 외 기간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개수업 영상 시청 가능

https://us04web.zoom.us/j/77201294857?pwd=

· 실시간 온라인 수업 공개
인문예술학부

- 학부별 온라인 공개수업 협의회 개최(Zoom)

10/1(금)

7교시

Q0wwc0JHQ2RaSTEycW5qdXJwSERHUT09
- ID: 772 0129 4857

라. 참관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공지에 따라 영상 시청 가능

- PW: 2262

마. 세부 운영 방안
1) 각 학부별 공개수업 내용 취합
※ 2, 3학년 실시간 공개 수업 안내

- 희망 과목 동영상 탑재 혹은 실시간 중계
2) 공개수업 영상 촬영 및 홈페이지 홍보 게시판에 탑재

1. 물리학및실험2

3) 공개수업 주간 실시간 수업 중계

- 분반별 실시간 공개수업 일시

4) 학부별 온라인 공개수업 협의회 개최(Zoom)

과목명

바. 학부별 공개수업 운영 계획(안)
구분

수리정보과학부

1학년
동영상

수학2(박윤효)

물리지구과학부
-

화학생물학부
화학및실험2(강순민)
생물학및실험2(고인정)

2, 3학년

*미적분학2(이지호)

학부 수업

*일반화학1(EC)(Tarte)

동영상

기초해석학(김종민)

스틸컷 동영상

*일반생물학1(안정훈)

1학년

-

물리학및실험2(1-8분반)

-

인문예술학부
물리학및실험1
문학과사회(김동화)

한국사의이해(강재순)
미술(박주영)

분반

담당교원

시간표

1

이승국

월2|화3|화4|목2

2

이승국

월3|수2|수3|금4

3

이종림

월5|화1|금2|금3

4

이인숙

월6|월7|수1|목6

5

김경대

화7|목1|금6|금7

6

전병억

월4|수5|수6|목5

7

강준구

화2|목3|목4|금5

8

김경대

화5|화6|수4|금1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3446858424?pwd=cG9ibzdjSGxhcDRHUFBZQUFrRTl6dz09
- 회의 ID : 344 685 8424

실시간

- 암호 : 159643

공개
2,3학
년

-

-

-

과학기술과사회(김재영)
세계사의이해(박인숙)

2. 과학기술과사회
- 일시 : 9.28(화) 13:40-14:30, 9.30(목) 14:40-15:30

* 영어강의 수업

- 회의 링크 : https://bit.ly/3E35C51
- 회의 ID: 818 6246 0282
- 암호: 6626

3. 한국사의이해
- 일시 : 9.30(목) 13:40-14:30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93995371080?pwd=OHZDZldwNjRuS25SYXdQZTVVaFNOZz09
- 회의 ID: 939 9537 1080
- 암호: 1234
4. 세계사의이해
- 일시 : 9.30(목) 13:40-14:30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93137432571?pwd=WndZem5yOE1qeVliVFRaUlAybmZVZz09
- 회의 ID: 931 3743 2571
- 암호: 1234
5. 미술
- 일시 : 10.1(금) 9:50-10:40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99628632169?pwd=cGFIU2hCS0cvN05ZVzZIWGVaQ0YzUT09
- 회의 ID: 996 2863 2169
- 암호: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