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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학기 컴퓨터 시스템 입문 (교과목 번호: EI16482), 003 및 004 분반
교수 (강의) 계획표 보충 자료
(마지막으로 고친 때: 2017.03.02.목.16:45)
담당 교수: 김 경석;
교수 연구실: 자연대 연구 실험동 [건물 313 동] 415 호실
(051) 510-2292 (연구실) ; gimgs@pnu.kr
9. 그 밖의 사항
9.1 일반 사항
- 성적은 학칙과 학과 내규에 따라 상대 평가함
. A0 이상 (= A+/A0): 30% 이하 (부산대 학칙)
. B0 이상 (= A+/A0/B+/B0): 70% 이하 (부산대 학칙)
. A+: 10% 이하 (학과 내규, 2015-1 학기부터)
- 재이수 성적: B+ 이하
-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
1) 연구실 전화: (051) 510-2292
2) 전자 우편: gimgs@pnu.kr (김 경석 교수)
3) 상담 시간: 월수 15:30 ~ 16:30
16:15까지는 와서 상담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대학원생)실: (051)510-2878, 자연대 연구 실험동 [
313 동] 418 호실
과목 조교 전자 우편: 003 분반은 ps300@ASADAL.pnu.kr (아사달)
004 분반은 ps400@ASADAL.pnu.kr (아사달)

9.2 늦게 낸 숙제
1) 마감 시각 24 시간 이내: - 30%;
마감 시각 24 시간 지난 뒤 48 시간 이내: - 50%;
그보다 더 늦을 때는 0 점 (내지 말 것)
2) 특별한 경우 (아팠다, 장례식, ...): 교수에게 직접 얘기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허락 받은 경우에 한하여 늦게 낸 숙제 인정
3) 숙제 내는 곳: 각 숙제마다 지정하여 줌 (보통 전자 우편으로 내게 됨)
9.3 [중요] 휴대 전화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전원을 끄고 들어올 것
- 수업 중에 휴대 전화기 소리가 나면 (수업에 방해가 되는 "진동 소리"
포함), 그 전화기는 며칠(적어도 이틀) 동안 교수 연구실에서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함.

9.4 [중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면 안 됨 (기본 예의를 지킬 것)
1) 졸리지만 강의를 듣고 싶을 때는, 잠이 깰 때까지 강의실 뒤에 가서 "서서"
듣기를 권장함.
2) "엎드려" 자야 할 만큼 피곤할 때:
- 아예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일단 강의실에 들어왔다면, "조용히" 나갈 것을 권장함.
3) 엎드려 자다가 지적 받으면, 그 날 수업 시간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고
강의실을 나가야 함.
- 엎드려 자다가 되풀이하여 지적 받으면 성적에 크게 영향을 줌.
9.5 [중요] 과목 누리집(home page) 및 링크(link)에서 읽어볼 내용.
(과목 누리집 주소: http://asadal.pnu.kr/~gimgs0/crs/2017_1_ps/)
- 김 경석 교수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에 관련된 방침
1) 숙제/시험 부정 행위, 2) 전자 우편으로 숙제를 낼 때,
3) 재이수, 4) 졸업 예정자의 학점,
5) 총점과 성적 등급의 관계에서 예외적인 경우
http://asadal.pnu.kr/~gimgs0/crs/gen-info/policy
9.6
9.7
9.8
9.9
-

(없음)
대치 과목: (해당되는 학생은 학과에 확인할 것)
선수 과목 제도: 공학 인증을 안 함에 따라 없어졌음
실습 환경
sinsi.pnu.kr(Linux)에서 실습할 예정임
실습 계정: 앞으로 개인별로 만들어 줄 예정임
(003 분반: ps3NN where NN=01, 02, 03, ..., )
(004 분반: ps4NN where NN=01, 02, 03, ..., )

9.10 2017-1 학기 학사 일정
- 수강 정정 기간:
2017.03.02.목. ~ 03.08.수. (drop 포함)
- 수강 취소(W) 기간: 2017.03.31.금. ~ 04.05.수. (withdraw)
- 중간 시험 기간: 2017.04.17.월 ~ 04.22.토. (아마도 수업 시간에 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당기거나 미루어질 수도 있음.)
- 휴업일에 대한 지정 보강일
석가 탄신일: 05.03.수. → 6.08.목., 어린이날: 05.05.금. → 06.09.금.
개교 기념일: 05.15.월. → 6.12.월., 현충일 : 06.06.화. → 06.13.화.
- 기말 시험 기간: 2017.06.14.수. ~ 06.20.화. (아마도 수업 시간에 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당기거나 미루어질 수도 있음.]
- 여름 방학 시작: 2017.06.21.수.
- 성적 입력 기간: 2017.06.14.수. ~ 06.27.화.
성적 열람(조회) 및 성적 정정 기간: 2017.06.??.? ~ 2017.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