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기간: 2017. 8. 11.(금) 10:00 ~ 8. 18.(금) 24:00
2. 일정
8. 11.(금)

8. 14.(월 )

8. 16.(수 )

8. 17.(목)

8. 18.(금)

4학년 과목 수강
대상자

3학년 과목 수강
대상자

2학년 과목 수강
대상자

1학년 과목 수강
대상자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6학기 이상인 학생)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4, 5학기인 학생)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2, 3학기인 학생)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1학기인 학생)

전체
학년

※ 장애학생은 2017. 8. 10.(목)에 수강신청 합니다.
※ 수강신청 일정 안내: 학년 기준이 아니라 학기 기준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수강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의 기존 이수학기수가 나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1학기인 학생은 1-2학기 과목을 들어야 하므로 4번째 날(8. 17)에 수
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2학기 또는 3학기인 학생은 2-2학기 과목을 들어야 하므로 3번째 날
(8. 16.)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4학기 또는 5학기인 학생은 3-2학기 과목을 들어야 하므로 2번째 날
(8. 14.)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이수한 학기가 6학기 이상인 학생은 4-2학기 과목 들어야 하므로 1번째 날(8. 11.)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접속 가능시간은 해당일 10:00부터 24:00까지 가능하며, 교양교과목의 인원제한은
수강신청 기간 중 매일 오전 10:00에 일괄 상향 조정됩니다(총 5번).
※ 교내․외 인터넷이 설치된 모든 PC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상기 지정한 일정 이외에는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학부(과) 선택 시 학부(과) 명칭은 2017학년도 편제 기준으로 학과 명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
다.(예: 1 ~ 3학년은 글로벌관광호텔학부 4학년은 관광∙이벤트경영학과, 또는 호텔∙컨벤션경
영학과로 선택하면 시간표가 보임.)

3. 유의사항
가. 75분제와 50분제를 병행하여 시간표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시간표 작성
나. 2016-2학기부터 <동일인 수강신청 다중 접속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므로, 사용자가 수강
신청 사이트 로그인 후 다른 브라우저나 다른 장소의 PC에서 로그인 시도 시 기존 접속 사
용자는 자동으로 로그 아웃 처리됩니다[적용 대상: 접속 후 조회 버튼 클릭 시, 수강신청 과
목 버튼 클릭 시, 수강신청 과목 취소 클릭 시,

페이지 새로 고침(F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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