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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제도 및 사이트 주요 개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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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제도: 장바구니제 및 선착순 수강신청

정원외 신청(수강신청정정요청): 명칭 변경 및 전산화

수강신청 내역 변경:‘취소여석’및 수강신청 시간 설정

수강신청 사이트 UI 개선: PC, 모바일 등 각종 기기 호환

로그인: SSO 로그인 도입(mySNU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로그인 연장 도입(로그인 10분 연장)

3



2

3

4

6

수강신청 3일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신청 1-2일

장바구니 신청

(짝∙홀수 학번 수강신청 폐지)

수강신청 3일

장바구니 전산 확정
(학사과)

∙  장바구니 신청 건수
= 정원 이내
= 전산 확정
= 수강신청 확정

∙ 장바구니 신청 건수
= 정원 초과
= 전산 미확정

수강신청 4일
선착순 수강신청

∙ 전산 미확정(장바구니 보류 강좌)
= 신청자 한정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신청 1-2일

선착순 수강신청

(짝∙홀수 학번 수강신청)

수강신청 4-5일

선착순 수강신청

(여석 기준)

수강신청 4일
선착순 수강신청

∙  정원 여석 있는 교과목 대상
= 수강신청 대상자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신청 5-6일

선착순 수강신청
(여석 기준)

[신설] 장바구니 및 선착순 수강신청 혼합 제도 변경 전
(현행)

변경 후



1. 교과목 검색

2. 희망과목 체크

3.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3. 장바구니 내역 삭제

4. 관심강좌로 이동

2. 장바구니 신청 학점/
장바구니 담은 학점 조회

1. 장바구니 내역

5. 전공이수내역조회

6. 장바구니 시간표



장바구니 보류 강좌
수강신청

1. 장바구니 전산 미확정
(신청 건수 > 정원)

2. 장바구니 보류 강좌
목록에서 조회

3. 선착순 수강신청 대상
(수강신청 4일차)



선착순 수강신청

관심강좌 교과목 검색 교과목번호 검색



대상: 정원이 마감된 이력이
있는 교과목

‘취소여석’ 표기

=   수강신청 취소(삭제) 인원
=   정원 – 수강신청 인원

‘취소여석’ 교과목 수강신청

1일 3회 지정 시간
수강신청

취소여석
[신설] 수강신청 내역 변경: 취소여석 및 수강신청 시간



‘수강신청정정요청(초안지)’

‘정원 외 신청’

정원 외 신청 전산화

(학생) 정원 외 신청서
작성 > 저장 > 신청

(교원) 정원 외 신청 승인/반려
(학생) 교원 승인 후
∙ 수강확정 수강신청 반영
∙ 수강확정취소 미반영

[신설]‘정원 외 신청’(수강신청정정요청) 전산화



UI(사용자 환경) 개편

∙ 반응형 웹 도입

∙ 모바일 등 각종 장치에서 이용

UI(사용자 환경) 개편



[신설] SSO 로그인(mySNU 계정 로그인 추가)

mySNU 계정 로그인

수강신청 사이트 초기화면

마이스누계정 로그인 화면



[신설] 로그인 연장 기능

수강신청 사이트 하단 (PC 버전)

∙ 자동 로그아웃 남은 시간 표기

∙‘지금 로그인 연장’버튼
클릭 시 10분 연장

∙ 로그아웃 1분 전 팝업 표시

수강신청 사이트 (PC 버전)
로그인 연장 팝업 (로그아웃 1분 전)

모바일 버전: 우측 메뉴 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