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공과대학에서는 각 학과(부) 교양 이수규정을 통해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주관 교양 물리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이와 관련된 이수규정이 변경되어,  각 학번의 

이수규정에 부합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양 물리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 고교 물리 이수내역에 따른 이수과목
  Ⅰ. 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예] AP물리, 고급물리, 심화물리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2018학년도 및 이전 입학생은  「물리의 기본 1·2」, 「물리학 1·2」 모두 이수가 인정됨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물리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리의 기본 1·2」을 이수해야 하고
     신입생 특별시험 중 물리 과목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를 취득할 경우에만 「물리학 1·2」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함. 
  Ⅱ. 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예] AP물리, 고급물리, 심화물리 등)을 이수한 경우
   ‣ 2019학년도 및 이전 입학생 모두 원칙적으로 「물리학 1·2」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 특별시험에서 물리 과목을 응시하여 상위권 성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고급물리학 1」을 이수할 수 있음 
   ‣ 한편 생활기록부에는 고교과정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고등학교 사정으로 완전한 

수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수강이 가능함(다음 페이지 참조)
   ※ 영재고, 과학고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물리학 1·2」 이수대상이 됨 (「고급물리학 1·2」 수강자 제외).    

   학번별 이수규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부)별 이수규정은 각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참고] 2019학년도 2학기 교양 물리 과목 현황   [해당 표는 개강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수업 현황과 다를 수 있음.]

학년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정원 학점 주담당 교수 수업편성내역 진행

언어

1 034.002 001 물리학 2 100 3-3-0 최석봉 화(11:00~12:15)|이론|028-103
목(11:00~12:15)|이론|028-103 한국어

1 034.002 002 물리학 2 100 3-3-0 김수봉 화(15:30~16:45)|이론|056-105
목(15:30~16:45)|이론|056-105 한국어

1 034.002 003 물리학 2 100 3-3-0 정현석 월(11:00~12:15)|이론|056-105
수(11:00~12:15)|이론|056-105 한국어

1 034.002 004 물리학 2★ 150 3-3-0 홍승훈 화(09:30~10:45)|이론|026-B101
목(09:30~10:45)|이론|026-B101 한국어

1 034.002 005 물리학 2★ 150 3-3-0 이진호 월(12:30~13:45)|이론|028-102
수(12:30~13:45)|이론|028-102 한국어

1 034.002 006 물리학 2★ 150 3-3-0 홍성철 월(14:00~15:15)|이론|026-B101
수(14:00~15:15)|이론|026-B101 한국어

1 034.002 007 물리학 2★ 150 3-3-0 문송기 화(14:00~15:15)|이론|026-B101
목(14:00~15:15)|이론|026-B101 한국어

1 034.002 008 물리학 2 80 3-3-0 Uwe R. Fischer 수(11:00~12:15)|이론|056-321
금(11:00~12:15)|이론|056-321 영어

1 034.002 009 물리학 2★ 150 3-3-0 김경태 월(15:30~16:45)|이론|056-105
수(15:30~16:45)|이론|056-105 한국어

1 034.004 001 고급물리학 2★★ 30 3-3-0 안경원 월(14:00~15:15)|이론|056-219
수(14:00~15:15)|이론|056-219 영어

1 034.006 001 물리의 기본 2 150 3-3-1 김경태 월(12:30~13:45)|이론|026-B101
수(12:30~13:45)|이론|026-B101 한국어

1 034.006 002 물리의 기본 2 150 3-3-1 김경태 화(12:30~13:45)|이론|028-102
목(12:30~13:45)|이론|028-102 한국어

1 034.006 003 물리의 기본 2 150 3-3-1 문송기 화(09:30~10:45)|이론|028-102
목(09:30~10:45)|이론|028-102 한국어

1 034.006 004 물리의 기본 2 150 3-3-1 문송기 월(09:30~10:45)|이론|026-B101
수(09:30~10:45)|이론|026-B101 한국어

 

  ★ 공대생 전용 강좌
★★ 신입생 특별시험 중 물리 과목에 응시하여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만 수강 가능 (신입생 특별시험은 신입생일 때만 응시가능하며 재응시 불가)

‣ 물리학 1·2  :       
  

자연과학도와 공학도에게 물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교과목으로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교과목. 해당 
강좌에서는 튜터링이 미제공되며 튜터링을 원할 경우 「기초물리학 1·2」를 수강할 수 있음
  

‣ 물리의 기본 1·2 : 고교과정에서 물리 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으로서 「물리학 1·2」의 내용을 모두 포함함. 강의내용의 난이도가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조절되며 학생이 희망하거나 교수가 권장하는 경우 매주 2시간 튜터링 제공

     

<2페이지 중 1페이지>

2019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교양 「물리학 2」, 「물리의 기본 2」수강 안내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고교과정에서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물리학 1·2」 또는 「고급물리학 1·2」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한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교과정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 [예] AP물리, 고급물리, 

심화물리 등)를 이수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고등학교 사정으로 완전한 수학이 이루어지지 않아「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재수강시에도 절차 동일)

※ 영재고, 과학고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물리학 1·2」 수강대상이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고급물리학 1·2」 수강자 제외)

    

 £ 확인서 상세 내용
  ‣ 목   적 : 생활기록부에는 고교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을 이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미이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함. 부득이한 사유란, 학생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수학이 불가능한 사유
              ([예] 학사일정으로 인한 진도 미완료 등)여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 수업 불참 등의 개인 사유는 절대 불인정함.
  ‣ 작 성 자 : 졸업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물리 담당교사여야 하며, 재학 당시의 물리 담당교사가 아니더라도 무방함. 
              (전근, 퇴직 등으로 재학 당시 교사가 부재한 경우 학생 모교에 현재 근무 중인 물리 담당교사로부터 확인받아도 인정)  
  ‣ 양     식 : 학생 이름, 소속학과(부), 학번, 교과목명(물리의 기본 2)·강좌번호·담당교수, 졸업한 고등학교명, 확인자(물리 담당교사) 성명을 포함하는
             자유양식이며, 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물리 2 과목의 완전한 수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본문에 명시해야 함. 
  ‣ 제출방법 : 물리 담당교사가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한 스캔본을 물리·천문학부 이메일 [funda_phys@phya.snu.ac.kr]로 제출 
              발신자는 물리 담당 교사이며, 원칙적으로 공식 계정을 통해 송부
              ※ 고등학교 계정, 교육청 계정, 공직자 계정(korea.kr) 등의 공식 계정이 없이 일반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교사의 명함, 
                 이메일이 기재된 학교 홈페이지 등을 촬영/스캔하여 함께 송부
  ‣ 제출기한 : 2019. 9. 6.(금)까지 위 메일주소로 이메일 발송 
 £ 유의사항
  ‣ 고교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이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과목에 해당하는지는 교무행정실로 문의하여 확인바람 
  ‣ 위 확인서는 학생의 고교 물리 2 실질적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물리·천문학부에서 서류 확인 후 즉시 폐기함 
  ‣ 생활기록부에 물리 2 등의 이수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의 기본 2」를 수강신청한 학생이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F 성적 부여함 
  ‣ 제출기한까지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2019. 9 2.(월)~2019. 9. 6.(금)) 「물리학 2」로 수강신청 변경 요망
  ‣ 모든 절차는 위 안내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되므로 담당교수 개별 연락 금지. 확인서 없이 개별 승인을 받는 등의 예외 인정은 불가함

위 절차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수강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물리의 기본 1·2」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또는 위 확인서와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교무행정실 (02-880-7008, ahwa0514@snu.ac.kr)로 연락하고, 담당과목 

교수에게 개별 연락은 절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무행정실

  

<2페이지 중 2페이지>

[필독] 고교 물리 2 이수자의 교양 「물리의 기본 2」 수강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