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장바구니 사용 매뉴얼
KC대학교 교무처

장바구니를 이용한 수강신청 안내
학사일정

일정

비고

1. [장바구니] : 수강신청 제한학점까지만 가능(수요조사 활용)
[장바구니 담기]

1월 25일(화) 11:00

기간

~ 1월 26일(수) 23:59

2. [예비과목] : 장바구니에 담지 못한 관심 과목 담기 가능
3. 추후 장바구니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분반, 강의실변경, 잔여석조정 실시
(1월 27일~ 1월 28일)

[장바구니
자동 수강 처리]

1월 28일(금) 15:00

[장바구니]에 담은 인원이수강제한인원 보다적은 과목은수강신청 자동 처리 됨
(자동처리 된 과목은 수강신청기간에 정정 가능함) ([예비과목]은 제외)

1. 장바구니를 통해 자동 수강신청 안된 과목은 [장바구니목록] 메뉴에서
[수강신청]

2월 3일(목) 11:00

기간

~ 2월 9일(수) 23:59

★선착순 클릭을 통해 수강신청★

2. 장바구니에 담지 못한 과목은 기존 [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야 함
(예비과목 목록은 보이지 않음)

[수강신청]

2월 28일(월)10:00

정정 기간

~ 3월 4일(금) 16:00

기존 방법으로 인트라넷을 통한 수강신청 정정

[1월 25일(화) 11:00 ~ 1월 26일(수) 23:59]

[장바구니담기기간] - [장바구니 담기]

1월 25일(화) 11:00 ~ 1월 26일(수) 23:59

[장바구니 담기] 사용 방법
① [수강],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

② [전공], [학년]을 선택 후 [조회]를 클릭
③ 원하는 과목의 [담기] 버튼 클릭
④ [장바구니 담기] OR [예비과목 추가] 버튼 클릭

⑤-1 [장바구니 담기] 클릭 시
1) 해당 과목 [장바구니 목록]으로 이동
(해당과목은 목록에서 ⓒ(장)으로 표기 됨)
2) [장바구니 담기] 시 재수강여부, 요일 및 시간
중복여부, 수강신청학점 초과여부 등 [수강신청]
조건에 문제가 없는 과목만 장바구니 담기 가능함
3) [장바구니] ⓐ신청학점 및
과목별 [장바구니] ⓑ 신청인원 확인가능 함
⑤-2 [예비과목 추가] 클릭 시
1) 해당 과목 [예비과목]로 이동
(해당과목은 목력에서 ⓓ(예)으로 표기 됨)
2) [예비과목]은 재수강여부, 시간중복 여부,
수강학점초과 여부 제한 없이 예비과목으로 신청 가능

[장바구니담기기간] - [장바구니 목록]

1월 25일(화) 11:00 ~ 1월 26일(수) 23:59

[장바구니 목록] 사용 방법
① [장바구니 목록]를 클릭
② [장바구니목록]에서 [예비과목]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이동] 클릭
③ [예비과목]에서 삭제 원할 경우 [삭제] 클릭
④ [예비과목]에서 [장바구니 목록]에 이동 시 [담기] 클릭
[장바구니 담기]시 재수강여부, 요일 및 시간 중복여부,
수강신청학점 초과 여부 등[수강신청] 조건에 문제가 없는
과목만 장바구니 담기 가능함

②

③

④

매우 중요!!
[장바구니 목록]에 담긴 과목은
㉠ 장바구니 신청인원이 수강 제한인원보다 적을 경우
수강신청기간 전 자동 이관(자동 수강)처리 됨
㉡ 장바구니 신청인원이 수강 제한인원보다 많은 경우
수강신청 기간에 [장바구니목록]메뉴에서 선착순 수강신청
㉢ 장바구니에 담지 못한 과목은 기존 수강신청에서 신청해야 함
(예비과목 목록은 보이지 않음)

[2월 3일(목) 11:00~ 2월 9일(수) 23:59]

[수강신청기간] - [장바구니 목록]

2월 3일(목) 11:00~ 2월 9일(수) 23:59

[장바구니 목록] 사용 방법
① [장바구니 목록]를 클릭
ⓐ 자동 이관(자동수강)처리 된 과목은 [완료]로 표시
ⓑ 자동 이관(자동수강)처리 안된 과목은 [신청]으로 표시
② [신청] 클릭 시 재수강여부, 요일 및 시간 중복여부,
수강신청학점 초과여부, 잔여석 초과 여부에 따라
[수강신청성공] or [수강신청실패] 처리 됨
③ 자동 이관 미처리 과목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성공 후
ⓒ [확인] 클릭 시 [수강신청 메뉴]로 이동
ⓓ [취소] 클릭 시 현재 메뉴에서 계속 진행

[수강신청기간] - [수강신청]

2월 3일(목) 11:00~ 2월 9일(수) 23:59

[수강신청] 화면 설명
① [장바구니 담기] 기간에 담지 못한 과목이나,
또는 [장바구니 목록]에 없는 과목은 [수강신청] 메뉴에서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수강신청 함
② 자동 이관(자동수강)처리 된 과목,
또는 [장바구니 목록] 에서 수강신청 성공한 과목은
하단 메뉴에서 수강신청 과목 확인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