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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대기신청이란?

수강대기신청이란?
정규 수강신청이 끝난 후 추가 수강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Portal을 통해 과목 담당교수님께 문의하는 시스템
(기존 메일 문의를 시스템으로 대체)

교원
수강대기신청 관련
과목별 안내사항 설정
강의계획서 입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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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신청 승인/거부

대기승인 과목
시간표 추가

수강신청 다음주 경(1~2주)

개강 1주일 전

수강 정정기간

02. 수강대기신청 원칙(꼭 읽어주세요!)

1. 총 24학점까지만 대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수강신청 가능 최대학점은 24학점입니다. 수강신청을 한 과목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24학점까지만
대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4학점 내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2. 담당과목 교수님의 승인 후에 직접 시간표 추가가 가능합니다. (시간표 추가는 정정기간에 가능)
: 담당과목 교수님이 대기신청을 승인하셨을 경우 개강 후 수강 정정기간에 대기신청화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간표추가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단, 모든 학생의 수강권 보장을 위해 시간표 추가는 한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가해주세요. (취소 후 재신청 불가)
3. 안내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각 과목별 교수님의 대기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신청 허용 여부는 담당과목 교수님이 결정하시며 관련 안내사항을 작성하십니다. 대기신청이 불허인 과목은
안내사항을 통해 불허 사유(‘강의실 여석 부족’, ‘직접 대면 상담 후 추가 여부 결정＇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신청이
허용된 과목의 경우 대기신청 조건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유 검토 후 결정’, ‘졸업을 앞둔
학생만 추가로 수용’ 등)

02. 수강대기신청 원칙(꼭 읽어주세요!)

4. 선이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선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선이수 면제 신청: 아래
양식 작성 후 과목 개설학부 행정실 제출)

: 선이수 과목이 있는 과목은 선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강에 대한 교수님의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선이수 면제 신청서를 현행과 같이 작성하여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부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5. 대기신청 취소는 담당과목 교수님 승인/거부 처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대기신청 과목의 취소는 담당과목 교수님의 승인/거부 처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6. 대기신청은 반드시 추가 수업 허용/교수님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대기신청은 Portal을 통해 추가 수강신청 허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대기신청이 반드시 추가 수강신청 허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03. 수강대기신청 화면 메인

포털 위치: 학사-수강-수강관리-수강대기신청

04. 대기신청할 과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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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기신청을 희망하는 과목을 검색하세요

2

: 교수님의 대기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능한 사유 열람 가능

3

: 대기신청이 가능한 과목은 ‘신청’으로 뜨며,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기신청 화면이 뜹니다.

4

: ‘신청불가’로 돼 있는 과목은 대기신청이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강의실 여석부족, 직접 상담 후 승인 등의 사유로 대기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5. 대기신청 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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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강신청시 수강신청 제한조건이 걸려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2

: 대기신청을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이때, 간단히 몇줄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계획, 왜 대기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이 내용은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3

: 모두 작성한 후에는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06. 선이수과목 미이수시 신청 불가능 안내

선이수과목이 있는 과목을 신청하고 싶은데,
선이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을 희망한다면

경고창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과목을 개설한 학부 행정실에 제출해주세요!
예)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데이터구조’ 과목의 선이수과목: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램 수업을 수강했다면 → 대기신청 가능
객체지향프로그램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 대기신청 불가능, 선이수면제신청서 작성,

과목을 개설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문의: DGS(3687), MANE(3506), UEE(3644), DHE(3563), MSE(3525), ECHE(3543), ECE(3627), SLS(3585),
SNS[3603(CHEM)/3606(PHY&MTH)], SBA(3665), MGE(3665)

07. 승인받은 과목의 시간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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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수님께서 추가로 학생에게 메시지를 입력하셨을 경우 결과확인란에 ‘조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2

: 담당과목 교수님이 대기신청을 승인할 경우 수강정정기간에 ‘시간표추가＇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수강정정기간에 학생의 직접 시간표 추가가 가능합니다. 시간표 추가는 한번만 가능하며,

3

: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진행상태에 ‘수강신청됨’ 이라고 표시됩니다.
[진행상태에 표시되는 메시지]
1) 신청: 대기신청 상태
2) 승인: 과목담당 교수 승인

3) 거부: 과목담당 교수 거부
4) 수강신청됨: 대기신청 승인 받은 과목 수강신청 성공
5) 수강신청취소: 대기신청 승인 받은 과목 수강신청 후 취소

08. 시간표 중복일 경우

Q. 대기신청 승인 받은 과목과 기존에 신청한 과목이 시간이 겹친다면?

A.

아래 과목 검색창의 수강신청 내역 조회에서 시간이 중복되는 수업을 취소하고 나면,

시간표추가가 가능합니다. 중복되는 시간표인지 신중하게 고민 후 취소하고 시간표 추가 진행해주세요☺

09. 재수강하는 과목일 경우

Q. 대기승인 받은 과목이 재수강하는 과목이라면?

A. 재수강 과목을 대기승인 받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재수강을 희망한다면 체크박스 선택 후 재수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수강 후 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B+이니 신중하게 재수강여부 선택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