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신청 일정
구분
강의시간표 오픈(홈페이지)

수강신청
사전테스트

일정
7월 18일(월)

장바구니 테스트

7월 20일(수) 10:00 ~ 16:00

짝수학번 테스트

7월 21일(목) 10:00 ~ 16:00

홀수학번 테스트

7월 22일(금) 10:00 ~ 16:00

수강신청 게시판 운영

장바구니 담기

8월 2일(화) ~

8월 2일(화) ~ 8월 4일(목)

비고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결과 공개
·강의 시간 변경 불가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기간에
수강신청된 자료는 일괄 삭제 조치함

·장바구니 기간,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정정기간 게시판 운영
·재학상태인 학생만 참여 가능
·수강신청 제한 학점까지만 가능
·시간 중복 담기 불가
※ 예비과목 : 20과목까지 저장 가능
(시간표 중복된 강의도 저장 가능)
※ 복학처리완료일 : 8월 1일(월) 까지
·강좌별 4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장바구니 담은 인원이 수강인원보다
적은 영역은 수강신청으로 자동 처리함
(수강신청기간에 정정 가능)

장바구니 이관 및 추첨

8월 10일(수)

·장바구니 미이관 과목은 여석
4개 영역별 각 여석의 30% 비율을
추첨하여 이관 (소수점 단위 절삭)
※ 4개 영역
-

추첨이관 결과 및 여석 공개

수강신청

8월 11일(목)

짝수학번

8월 17일(수) 10:00 ~ 18:00

홀수학번

8월 18일(목) 10:00 ~ 18:00

통합

8월 19일(금) 10:00 ~ 24:00

자자
자타
타부
복연

:
:
:
:

자과 자학년
자과 타학년
타학과, 부전공
복수, 연계, 융합전공

·장바구니 일괄·추첨이관 결과 및
잔여 여석 공개

·마감시간 18시
·과목별 수강 정원 공개

·일반대학원 학생 선수과목 수강신청
가능(타부 여석)
- 외국인 교환학생 수강신청 가능

구분

일정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9월 1일(목)

수강신청 정정

9월 1일(목) 10:00
~ 9월 7일(수) 24:00

수강과목 취소 (개강 4주차)

9월 22일(목) ~ 9월 28일(수)

비고

·수강 여석 통합 적용

※ 유의사항
·8월 2일(화) ~ 8월 4일(목), 장바구니 담기 기간에 장바구니에 담기를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
청 자동 이관 혹은 추첨이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바구니 담기를 시행해야함
- 재학상태의 학생만 장바구니 담기가 가능하므로 8월 1일(월) 복학처리 완료일까지 복학신청 필수
·학번 홀수, 짝수 구분 방법
- 짝수 : 학번의 맨 끝자리가 2, 4, 6, 8, 0 인 학생 – 예) 2 0 2 1 0 0 0 2
- 홀수 : 학번의 맨 끝자리가 1, 3, 5, 7, 9 인 학생 – 예) 2 0 2 1 0 0 0 1
·7월 13일(수) ~ 7월 15일(금) 기간 동안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임시로 오픈하여 수강신청 담당
자(직원)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한 수강신청 자료는 테스트 종료 후 일괄 삭제조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