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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시스템 개요

  - 수강신청을 하려는 학생은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배너를 누르거나 웹브라우저에 수강신청 URL을 

    직접 입력하여 수강신청 로그인 화면으로 접근

1.1) 시스템 개요

    - 장바구니신청 : 개설교과목의 정보를 통해 교과목 범위 내에서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청

     - 수강신청     : 실질적인 수강신청으로 장바구니 및 개설교과목의 정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 메뉴구성     : 학사일정에 따라 "장바구니신청"과 "수강신청" 기간으로 구분된다.

  

1.2)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 1) 아래의 화면은 수강신청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으로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메인메뉴 “공지사항”으로 이동

      - 2) 수강신청 매뉴얼 다운로드를 통해 새롭게 바뀐 시스템을 숙지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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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메뉴이동과 시스템 종료

     

     - 1) 개인정보(학번, 성명(학년), 이수학기, 학적상태, 대학, 학부 등)을 제공

     - 2)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접었다 펼 수 있음

     - 3）메인메뉴 : 공지사항, 조회(개설과목조회, 장바구니신청 내역조회, 수강신청 내역조회) 

　　　　　　　　　　장바구니신청, 수강신청 메뉴가 보이며 기간에 따라 메뉴 클릭 가능

     - 시스템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좌측하단에 “로그아웃” 버튼 클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강신청을 마친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1.4) 팝업차단 및 해제

     - 팝업차단 설정이 해제 되지 않았을 경우 팝업차단을 해제 

      - 팝업차단 해제 방법으로 가각 브라우저에서 현재 사이트의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

 ※ 주의사항

 - 팝업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팝업차단을 해제”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팝업차단을 해제 

 

1.5) 매크로 방지

    - 매크로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저장을 설정한 

      횟 수 이상을 시도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입력”(1) 버튼을 누른 후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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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멀티로그인 방지

     - 동일한 학번으로 동시에 두 군데 이상의 PC(또는 모바일 수강)에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로그인 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는 강제 로그아웃

1.7) 메인화면 ( 수강신청 메인화면. 신청 기간에 따라 메뉴 사용 제약)

      
1) 로그인한 개인정보 보임

   -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있음( 1)번 “close” 클릭시 비활성화)

   - 비활성화 되있을 경우 “개인정보” 클릭 시 활성화

     현 화면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 

2) “조회“는 로그인 가능기간에 늘 조회 가능함

   “예비수강”,“수강신청” 클릭 시, 각각의 기간체크 함

   ( 기간이 아니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줌 - 학년별 보여주는 문구는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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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개설강좌내역, 장바구니내역, 수강신청내역)

2.1) 조회 - 개설강좌내역 - 개설된 과목을 상세하게 조회하는 기능

로그인이 가능한 시기에는 항상 활성화 되어 있음

설정된 기준년도 학기에 해당 데이터를 조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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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 메뉴 선택

2) 개설과목조회 선택

3) 조회조건 선택

4) 선택된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 내역 (과목 선택)

   단, 조회 메뉴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

2.2) 조회 - 장바구니내역 - 신청한 장바구니 과목을 상세하게 조회하는 기능

1) 조회 메뉴 선택 

2) 장바구니 선택

3) 신청한 장바구니 과목을 상세하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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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회 - 수강신청내역 - 신청한 수강 과목을 상세하게 조회하는 기능

1) 조회 메뉴 선택 

2) 수강신청내역 선택

3) 신청한 수강 과목을 상세하게 조회

3. 장바구니 신청 (장바구니 신청 기간일 경우)
   : 장바구니 체크는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상단 메뉴 클릭 시 현재  장바구니 기간을 체크한다.

장바구니 기간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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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바구니신청 > 개설강좌조회

1) 장바구니신청 메뉴 클릭( 기간일 경우만 가능 )

2) 원하는 검색조건 선택하여 개설과목 조회 

3) 원하는 과목을 “장바구니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한다.

   -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신청이 된 과목은 4)번 장바구니 신청내역에 보여진다.

4) 이미 신청한 장바구니 신청내역을 보여준다.

   - 원치 않는 과목은 “예비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한다.

   - * 장바구니 신청은 실제 수강신청 되는 것이 아니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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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 신청 (수강 신청 기간일 경우)
수강신청 기간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4.1) 수강신청 > 장바구니

1) 수강신청 메뉴 클릭( 기간일 경우만 가능 )

2) 장바구니 메뉴

   - 장바구니 : 장바구니신청 기간에 신청한 과목을 보여주어,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함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설강좌 : 개설강좌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 장바구니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바구니신청을 했지만, 수강신청 기간에 인원이나 다른 제약에 걸려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장바구니신청 과목과 다른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3) 장바구니내역  : - 장바구니 기간에 신청한 신청내역이 먼저 보이게 되며,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 장바구니 신청 내역에서 수강신청을 마친 과목은 “신청완료”라고 변경되어, 신청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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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신청내역 : 이미 신청한 수강내역을 보여준다.

                 “수강취소” 버튼을 눌러 신청 과목을 취소 할 수 있다.

4.2) 수강신청 > 개설강좌

1) 수강신청 메뉴 클릭

2) 개설강좌 메뉴 탭 선택

   - 장바구니 : 장바구니신청 기간에 신청한 과목을 보여주어,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함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설강좌 : 개설강좌를 조회 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  장바구니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바구니신청을 했지만, 수강신청 기간에 인원이나 다른 제약에 걸려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장바구니신청 과목과 다른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3) 조회조건  : 이수구분 및 검색조건을 선택 및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음

4) 3)번의 조회조건에 맞는 개설과목이 보이며, 클릭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음

5) 이미 신청한 수강내역을 보여준다.

   “수강취소” 버튼을 눌러 신청 과목을 취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