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 수업 운영에 관한 내규 
일반/공학 물리학 및 실험 

 (2021-1 학기) 
개정일: 2021.02.22. 

 

 

1. 개요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일반/공학 물리학 

및 실험」 중 실험 수업에서 적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목의 수강생은 내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담당 실험조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규는 2021 학년도 1 학기 

에 적용되며, 이후에도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본 내규가 적용됩니다. 

 

내규에 포함된 영문본은 외국인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영문본과 국문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문본의 내용을 따릅니다. 

 

 내규의 내용 중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2 학기부터 수강생이 실험한 측정값을 수업 시간 중에 지정한 

양식(이하 결과시트)에 기록하여 담당조교의 확인을 받은 후, 결과시트를 

근거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시트의 작성, 

제출 절차와 성적처리 기준은 3 항 ‘결과시트’에서 안내합니다. 
 

(2) 2019-1 학기부터 ‘결과보고서 0 점 부여’ 기준에 다음이 추가됩니다. 

- 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 (기한 이후 ~ 마지막 수업일까지 제출) 
 

(3) 2019-1 학기부터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준에 다음이 추가됩니다. 

- 필수적인 내용이 생략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 결과시트만 제출, 보고서 표지만 제출 등) 
 

(4) 2020-1 학기부터 다음 내용이 추가됩니다. 

  - 실험 수업 15 회 (시험기간 2 회 포함) 중 결석 5 회 이상 시 F 
 

(5) 한시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대상자 결석계 인정 

 

 

 
 

Laboratory Policy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 

(Spring 2021) 

 

 

 

1. Introduction                                 

 

 PLEASE READ THIS LABORATORY POLICY CAREFULLY 

BEFORE ATTENDING LAB SESSIONS OF THE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 COURSE. THIS ENGLISH 

VERSION OF POLICY IS PREPARED FOR THE PURPOSES 

OF CONVENIENCE, AND IN THE EVENT OF ANY DIS-

CREPANCY BETWEEN ENGLISH AND KOREAN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IN ALL RESPECTS. 

 

 

 

 

 

 

 

 

 

 

 

 

 

 

 

 

 

 

 

 

 

 

 

 
 

중요한 규정 안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최종 실험 성적 등급이 자동으로 F 

가 되며, 과목의 통합 성적 평가에서 학점 F 가 부여됩니다. 
 

① 실험 수업 15 회 (시험기간 2 회 포함) 중 결석 5 회 

② 정규 실험 9 회 중 결석 3 회 

③ 결과보고서 미제출 3 회 

④ 무단 조퇴 2 회 

⑤ 결과시트의 조교 서명 위조 2 회 

 

본 내규는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일부 내용이 다르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으로 변경되는 다음 내용은 담당 실험조교에

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출석 및 결석계 

4. 실험보고서 중 제출 기한, 제출 방법 

 



2. 출석 및 결석계 1                                                           

 

 「일반/공학 물리학 및 실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의 모든 실험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험 수업은 정규 실험 9 회

를 포함하여 총 15 회로 구성되며 자세한 일정은 실험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수업의 결석 횟수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할 경우 실험 점수와 상관없이 최종 실험 성적 등급이 자동으로 F 가 

부여되며, 실험 성적 등급이 F 일 경우 과목의 통합 성적 평가에서 학점 

등급이 F 가 됩니다. 
 

 ① 실험 수업 15 회 (시험기간 2 회 포함) 중 결석 5 회 

 ② 정규 실험 9 회 중 결석 3 회 

 

 실험 수업의 출석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석: ~5 분 

② 지각: 5~20 분 (지각 3 회 = 결석 1 회) 

③ 결석: 20 분~ 

 

 인정되는 사유로 결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출석을 인정받고 실험 점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결석계 서류 2 및 제출 기한 
 

제출 

서류 

필수 결석계, 증빙서류 

선택 사유서, 실험시간변경신청서 3 

제출 

기한 

사유 발생 이전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실험 시간까지 

제출 

제출 

방법 

실험 시간에 담당 실험조교에게 직접 제출 

(직접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험조교와 상의) 

 

 

2-2. 결석계 인정 시 출결 및 실험 점수 
 

출결 

처리 
출석으로 인정 

실험 

점수 
해당 수강생의 나머지 실험 점수 평균의 80% 부여 4 

                                           
1 이 내용은 실험 수업에만 적용됩니다. (강의 출결 및 시험 결시는 담당 교수님께 문의) 

2 제출 서류의 양식은 물리실험실 웹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phylab.yonsei.ac.kr > 관련자료실 > 자료실 ) 

3 사유서 및 실험시간변경신청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5, 2-6항 참고) 

4 예를 들어, 실험 9회 중 1회 결석(결석계 제출)하고 8회는 출석하여 실험에 참여한 후 결과보고서를 8개 제출한 경우, 결과보고서 8개의 평

균 점수의 80%가 결석한 실험의 결과보고서 점수가 됩니다. 예비보고서, 결과보고서, 태도 점수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2. Attendance                                 

 

You are expected to attend all lab sessions at the as-

signed times and to turn in all complete lab reports. 

 

(1) You will receive a grade of F for the course regard-

less of other scores if: 
 

- FIVE total absences in fifteen sessions 

- THREE total absences in nine experiment. activities 

 

 (2) Late Policy: 
 

Start 5 min. 20 min. End 

Present Tardy Absent 

 

You are required to submit an ABSENCE REPORT with 

supporting documents if you are absent from any ses-

sion with a valid excuse. 

 

2-1. Required Documents for absence 

 

All document forms are available for download on the 

lab website: phylab.yonsei.ac.kr > [자료실 Resources] 

 

(1) Required 
 

- Absence Report 

- Supporting Documents 

 

(2) Optional 
 

- Additional Statement of Absence (See section 2-5) 

- Request for Rescheduling (See section 2-6) 

 

2-2. Score for the missed experiment 

 

If you miss a session with a valid excuse (See section 

2-3), you will be marked PRESENT for the session and 

your score for the missed experiment activity will be rec-

orded as 80% of the average score of other experiments. 

 

 If you miss a session without a valid excuse, you will be 

marked ABSENT. When you reach FIVE total absences in 

fifteen sessions or when you reach THREE total absences 

in nine regular experiment activities, you will receive a 

grade of F for the course.



2-3. 결석계 인정 사유 5 
 

구분 인정 사유 첨부서류 

경조사 

1. 본인/배우자 가족 사망 

- 부모 5 일, (외)조부모 2 일, 형제자매 1 일 

2. 본인 결혼 5 일 

3. 본인 출산 20 일, 배우자 출산 5 일 

증빙서류: 

가족관계확인서 

사망진단서 6 

출생증명서 

병역 병역판정신체검사 7, 예비군훈련, 입대휴학 8 증빙서류 

신병 

1. 입원을 해야하는 질병/외상 

 - 동일한 사유에 대해 1 회만 인정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대상자 

증빙서류 

기타 교직 이수 학생의 교생실습 파견 증빙서류 

 

 

2-4. 결석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사례 
 

 ① 2-3 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족 또는 친족의 사망 

 ② 전역예정자 조기 복학생의 부대 복귀 9 

 ③ 입원을 하지 않는 신병, 생리결석 10 

 ④ 입사시험, 조기취업, 전지훈련, 대회참가, 학술행사, 학과행사 등 

 

                                           
5 실험 수업은 매 시간의 수업 참여 여부가 과목의 성적 평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학교의 학칙 이하 규정 중 ‘시험 및 성적평가’ 관련 항목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이 외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권고하는 학교의 여러 제도들은, 상대평가에 따른 공정한 성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결석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내

용을 확인하며, 위조되거나 사유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한 징계가 수강생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부득이한 경우 친족확인서 등의 관련 문서 또는 장례식 여부를 확인 가능한 사진도 인정 

7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무 제도에 지원하여 선발일정 참여(시험, 면접, 체력검사 등)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는 학기 중 1회만 인정 

(예: 육군(모병), 카투사, 해군, 해병대, 공군, ROTC,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8 학기 2/3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학사에 대한 내규 제25조를 준용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실험의 점수는 나머지 실험 점수 평균의 

100% 부여함 

9 학교의 조기복학 방침 중 “병역법에 명시된 정식 휴가를 활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소속부대장의 취학승인서를 받은 자

에 한해 복학을 허용”함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결석계를 인정하지 않음. 단,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험 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실험 시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항 「실험 시간의 일시적 변경」 참조 

10 학교 생리결석계 제도에서 “각종 평가시의 결석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함 

2-3. Examples of EXCUSED Absence 

 

- Death of an immediate family member: 

 Parents, Grandparents, or Siblings 

- Required participation in military duties 

- Severe medical issues requiring hospitalization 

- Due to COVID-19 

- Required participation in teaching practice 

(Courses for teacher training degrees) 

 

 

 

 

2-4. Examples of UNEXCUSED Absence 

 

- Death in the family not mentioned in section 2-3. 

- Medical issues NOT requiring hospitalization 

- Due to menstruation 

- Admission interviews, examinations for professional, 

participation in any competition, conference, etc. 

 

 

 

 

 

 

 



2-5. 기타 사유 및 절차 (사유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는 [결석계]와 함께 [사유서]를 추가 작성하

여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결석계

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수강생이 [사유서] 추가 작성 

   → 수강생이 담당 교수에게 1 차 검토 및 서명 요청 

   → 수강생이 [사유서]를 담당 실험조교에게 제출 

   → 담당 실험조교가 과목 운영위원회에 보고 

   → 과목 운영위원회의 2 차 검토 및 최종 결정 

   → 실험조교가 수강생에게 결정 내용 통보 및 성적 반영 

 

 

 

2-6. 실험 시간의 일시적 변경 11 (실험시간변경신청서) 
 

 결석으로 인해 지정된 실험 시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실험을 

하고 싶을 경우 또는 실험 성적을 정상적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석계]와 함께 [실험시간변경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시

적으로 실험 시간을 변경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결 

처리 
출석으로 인정 

실험 

점수 

1.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담당 조교에게 제출) 

 - 보고서 채점 성적 100% 부여 

2.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2-2 항과 동일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험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결석계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실험 조교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고서 채점 및 점수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④ 희망하는 시간의 수업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희망 시간 수강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 사전에 계획된 장비 교체 일정으로 인해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11 자세한 내용은 실험실 웹사이트 자료실 결석계 양식에 포함된 안내자료 참조 

2-5. Additional Statement of Absence 

 

If you miss a session with any reason not mentioned in 

section 2-3 or 2-4, you can request a review of your 

absence by submitting a complete ADDITIONAL STATE-

MENT OF ABSENCE form with an ABSENCE REPORT. 

 

 

 

 

 

 

 

 

 

2-6. Request for Rescheduling 

 

You are required to attend the scheduled lab section. 

Switching of sections or make-up lab is officially NOT 

allowed. However, only for valid excuses as mentioned 

in section 2-3, you are allowed to attend a different lab 

section during the same week. You are required to sub-

mit a complete REQUEST FOR RESCHEDULING form with 

an ABSENCE REPORT and give at least one week’s notice 

if you wish to reschedule a lab. A rescheduling is not 

guaranteed and could be denied because of the availa-

bility of space in alternative lab sections or other reasons. 

For more information about rescheduling, contact your 

TA or visit lab office. 

 

 

 

 

 

 

 

 

 

 

 



3. 결과시트                                                          

 

 이 항목은 대면 수업에 한하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결과시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강생은 실험 시간 중 [결과시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수강생이 

직접 출력하여 지참한 후 실험에 참여해야 하며 조교가 제공하지 않습

니다. 실험이 종료되면 [결과시트]에 실험 측정값을 기재한 후 담당 실험

조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시트] 관련 채점 기준은 4-2 항 ‘결과보고서 점수’에서 안내합니다. 

 

3-1. 목적 
 

 ① 능동적인 실험 수행 유도 

 ② 실험 데이터 조작, 보고서 복제 여부 점검 시 참고 자료 활용 

 

3-2. 절차 

3. Result-Sheet                                 

 

You are required to print the appropriate result-sheet 

associated with each lab session. Result-sheets are avail-

able for download on the lab website: 

phylab.yonsei.ac.kr > [실험안내] > [실험일정] > [OO캠퍼

스] > Experiment List & Manuals 

 

At the end of each lab session, you must complete the 

result-sheet and get TA’s signature on it. The result-sheet 

must be attached on the post-lab report when you turn 

in the report. 
 

 

 

순서 1 2 3 4 

시기 실험 수업 이전 실험 수업 중 실험 수업 종료 직전 실험 수업 종료 직후 

담당 수강생 수강생 수강생→조교→수강생 수강생 

절차 
적절한 결과시트를 출력, 

지참하고 실험실 입실 

실험 중 측정한 데이터를 

결과시트에 기재 

실험 완료 후 조교에게 

결과시트 서명 요청 

수강생이 결과시트를 

소지하고 실험실 퇴실 

비고 

1. 조교가 제공하지 않음 
 

2. 수강생이 직접 실험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야 함 

 

1. 반드시 수정할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해야 함 

 (예: 볼펜, 사인펜 등) 
 

2. 기재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용지에 기록한 

 후 결과 보고서에 반영 
 

3. 계산값은 기재하지 않음 

1. 해당 실험 시간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실험 시간에 

 결과보고서 제출 시 첨부 
 

2. 조교 서명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세부 내용은 4-2항 참조) 

 

 

순서 5 6 7 8 

시기 결과보고서 작성 시 결과보고서 제출 시 결과보고서 채점 시 결과보고서 반환 시 

담당 수강생 수강생→조교 조교 조교→수강생 

절차 
결과보고서 작성 시 

결과시트 데이터 반영 

결과시트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결과보고서 채점 

결과시트와 결과보고서 

반환 및 특이사항 안내 

비고 

1. 결과시트에 기재한 

 데이터 임의 수정 금지 
 

2. 데이터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에 

 수정 내용 및 사유 기재 

1. 결과시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세부 내용은 4-2항 참조) 

1. 결과시트 미첨부 또는 

 조교 서명 누락 시 

 결과보고서 점수 0점 
 

2. 조교 서명 위조 2회 

 적발 시 실험 자동 F 
 

3. 세부 내용은 4-2항 참조 

 

 



4. 실험보고서                                                        

 

 실험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로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예비보

고서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작성하여 해당 실험 시간에 제출하고, 결

과보고서는 실험을 완료한 후 작성하여 다음 실험 시간에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되, 담당 실험조교의 안내 또는 실

험실 웹사이트의 [실험안내>실험지침]을 참고하여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합니다. 

 

 예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해당 실험 시간 

(수업 시작 후 

5 분 이내 제출) 

다음 실험 시간 

(수업 시작 후 

5 분 이내 제출) 

제출 

방법 

담당 실험조교에게 

직접 제출 

담당 실험조교에게 

직접 제출 

(단, 마지막 실험의 

결과보고서는 제출은 

별도 안내) 

작성 

요령 

수기 작성 

(A4 규격 용지 권장) 
전자문서 작성 후 출력 

필수 

내용 

+ 표지 

1) 실험목적 

2) 이론 

3) 실험장비 

4) 실험방법 및 주의사항 

+ 표지 

5) 실험결과 및 분석 

6) 토의 및 결론 

7) 참고문헌 

+ 결과시트 

주의 

사항 
 

조교 서명을 받은 

결과시트를 반드시 첨부 

보고서 

점수 

(각 실

험 

분반 별 

비율) 

A : 30% 

B : 40% 

C : 30% 

or F (0 점) 

A+ / A0 / A- : 30% 

B+ / B0 / B- : 40% 

C+ / C0 / C- : 30% 

or F (0 점) 

or 미제출 

 

4-1. 제출 기한 (비대면 수업은 별도 안내에 따름) 
 

① 수업 시작 후 5 분 이내 제출 

② 지각한 수강생은 출석 즉시 제출 후 착석 
 

 기한 이후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출은 인정하지만 보고서를 채점하지 

않고 0 점을 부여합니다. 주의할 것은,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기록됩니다. 결과보고서 9 개 중 3 개가 ‘미제출’ 될 경우 다른 

점수와 상관없이 실험 성적 등급이 자동으로 F 가 되며, 실험 성적 등급

이 F 일 경우 과목의 통합 성적 평가에서 학점이 F 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는 기한이 지났어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Lab Report                                 

 

 

 

 

 

 

 

 

 

 

 Pre-Lab Report Post-Lab Report 

D
ue

 D
at

e 
&

 
Ti

m
e 

At the beginning 

of the associated 

lab session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lab session 

H
o
w

 t
o 

Su
b
m

it All Reports must be submitted 

to TA in person at the lab room. 

Fo
rm

at
 

Handwritten 

paper including: 

 

+ Cover Page 

1) Objective 

2) Theory 

3) Equipment 

4) Procedure 

and Cautions 

Computer 

generated 

printout including: 

 

+Cover Page 

5) Data and Results 

6) Discussion 

and Conclusions 

7) References 

+ Result-Sheet 

Re
p
o
rt

 

G
ra

d
in

g 

A : 30% 

B : 40% 

C : 30% 

or F (score 0) 

A+ / A0 / A- : 30% 

B+ / B0 / B- : 40% 

C+ / C0 / C- : 30% 

or F (score 0) 

or NS 

 

 

 

4-1. Submission Deadline 

 

All reports are due at the date and time shown on the 

table above. A lateness penalty will be applied to an 

delayed report. 

 

 



4-2. 결과보고서 점수 0점 (비대면 수업은 결과시트 첨부하지 않음) 
 

 다음의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은 인정하지만 점수 0 점을 부여합니다. 
 

 ① 결과시트 미첨부 (분실 포함 사유 불문) 

 ② 결과시트의 조교 서명 누락 

 ③ 결과시트와 결과보고서의 데이터가 상이함 

 (단, 합당한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할 경우는 정상 점수 부여) 

 (단, 보고서를 복제한/복제된 근거가 확실할 경우 ‘미제출’ 처리) 

 ④ 기한 이후 제출 

 

4-3. 결과보고서 미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기록하며, 결과보고서 9 개 중 

3 개가 ‘미제출’ 일 경우 다른 점수와 상관없이 실험 성적 등급이 자동으

로 F 가 됩니다. 단, 예비보고서는 미제출 시 점수 0 점으로만 처리하며 

실험 성적 등급이 자동으로 F 가 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결과보고서 미제출 

 ② 해당 실험 결석 

 ③ 보고서 복제 (복제한/복제된 경우 모두 포함) 

 ④ 필수적인 내용이 생략된 보고서 제출 

    (예: 결과시트만 제출 또는 보고서 표지만 제출) 

 

5. 실험 점수 및 실험 성적 등급 F                                                                        

 

5-1. 실험 점수 
 

 ① 각 실험의 점수 

   = 태도/참여도 10% + 예비보고서 점수 20% + 결과보고서 점수 70% 

 ② 최종 실험 점수 = 실험 9 회 점수의 총합 

 ③ 과목 통합 성적 평가에서 ②의 최종 실험 점수를 내부 기준에 따라 

   70 점 만점의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과목 통합 성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매 학기 확정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40 점 = 시험(150+150) + 실험(70) + 숙제(50) + 기타(20) ] 

 

5-2. 실험 성적 등급 자동 F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다른 점수와 상관없이 최종 실험 성적 

등급이 자동으로 F 가 되며, 과목의 통합 성적 평가에서도 학점 F 가 부

여됩니다. 
 

① 실험 수업 15 회 (시험기간 2 회 포함) 중 결석 5 회 

② 정규 실험 9 회 중 결석 3 회 

③ 결과보고서 미제출 3 회 

④ 무단 조퇴 2 회 

⑤ 결과시트의 조교 서명 위조 2 회 12 

                                           
12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사유로 1회 적발 시에는 해당 실험 결석 및 보고서 미제출로 기록합니다. 

4-2. F grade (Post-Lab Report) 

 

Your grade for the Post-Lab report will be F (score 0) if: 

 

(1) Your report does not include a result-sheet. 

(2) Your result-sheet is missing TA’s signature. 

(3) The raw data in both the result-sheet and the report 

are not identical. 

(4) You submit a report after the deadline. 

 

 

4-3. NS grade (Post-Lab Report) 

 

Your grade for the post-lab report will be NS (not sub-

mitted) if: 

 

(1) You do not submit a report. 

(2) You miss a session. 

(3) You submit a copied report. 

(4) You submit an incomplete report. 

 

You will receive a grade of F for the course regardless 

of other scores if you get THREE total NS grade in all 

nine Post-Lab reports 

 

5. Grade Policy 

 

5-1. Grading 

 

- Score of each experiment activity = Attitude 10% + 

Pre-Lab Report 20% + Post-Lab Report 70% 

- Final Score = Sum of 9 activities 

 

 

5-2. Automatic F-Grade 

 

 You will receive a grade of F for the course regardless 

of other scores if: 

 

(1) You reach FIVE total absences in scheduled fifteen 

sessions without a valid excuse. 

(2) You reach THREE total absences in nine regular ex-

periment activities without a valid excuse. 

(3) You get THREE total NS grade in all nine Post-Lab 

reports.  

(4) You depart early from a session TWICE without alert-

ing your TA. 

(5) You forge TA’s signature of result-sheets TW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