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FAQ
[로그인]
Q. 인스타 로그인이 왜 안되죠?
A. 수강신청 로그인은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당일 11시부터 가능합니다. 인스타
에 미리 로그인 후 수강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수강신청이 안되면 다른 컴퓨터를 사
용해보시거나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정보통신지원실(220-217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Q. 인스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다고 나와요
A. 인스타에서 학번이나 비밀번호 찾기 가능합니다. 핸드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학번이
나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합니다. 인스타 개인정보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제대로 입력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뀌었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중요*
Q. 수강했던 과목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A. 수강신청 했던 과목들은 반드시 저장하셔서 시간표에 과목들이 올라온 내역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장하지 않은 과목들은 신청내역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Q. 저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인스타 로그인해서 들어와보니 과목이 보이
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A. 수강신청은 매 학기 단기간 접속자의 폭주로 인해서 동일과목을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한 과목을 여러 명이 신청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후에는 인스타

‘학사관리’ 메뉴에서 ‘수강신청내역/수강취소’를 클릭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내역’에 조회되지 않은 과목들은 수강신청 되지 않은 겁니
다.
Q. 제가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들이 수강신청이 되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A.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 수강신청 후 로그인을 하지 않아
뒤에 사용자가 사용한 경우, 본인이 수강신청하고 나서도 잊은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과학년제한]
Q. 제가 3학년인데 1학년때 영어, 컴퓨터, 채플을 못 들어서 지금 들으려고 하는데 과목이

안보이네요
A. 과목에 따라서 학과학년제한이 걸린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과목은 교직을 신
청할 수 있는 학과 학생에게만 보입니다. 또한 외국어, 핵심교양, 채플 등의 교필과목도
수강대상학과와 학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보
통 수강신청정정기간에 풀리게 되오니 해당학과 해당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정정 하시면 됩니다.
Q. 학과학년제한은 언제 풀리나요?
A. 교직과목은 과목에 따라 풀리는 일자가 다르고, 그 날짜는 인스타에 공지(교육학과
220-2346)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한된 과목은 보통 수강신청정정기
간이 시작되면서 풀립니다.

[RUCK]
Q. 타대학 과목 수강신청 하고 싶은데 안보이네요. 언제 할 수 있나요?
A. RUCK 과목은 각 학교마다 학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수강신청기간에 열리
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대학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열리오니, 정정기간에 확인 후 수강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Q. 타대학 과목은 어떻게 듣나요?
A. RUCK 및 원격과목의 수강방법은 교수학습개발센터 220-2928(김정원 선생)로 전화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 초과]
Q. 수강신청하려고 하는 과목의 수강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과목의 담당교수가 필
요에 의해 수강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학교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
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수강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격]
Q. 원격수업은 시간표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수강신청을 빠뜨린 건가요?
A. 원격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시간표와 강의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강신청내역은 인스타 학사관리 ‘수강신청내역/수강취
소’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한 원격과목이 수강신청이 되어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원격수업 출석체크와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
A. 원격과목의 수강방법은 교수학습개발센터 220-2928(김정원 선생님)로 전화 후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교양학점 제한]
Q. 제가 수강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교양학점이 60학점 초과되어 수강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리대학은 교양(교양+기초)학점을 최대 60(2016학번 이후부터는 55)학점까지 수강 가
능합니다. 따라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학점을 채우셔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 혹은 타전공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셔서 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우
리대학은 2016학년도 부터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변경되면서 교양이수제한학점도 55학
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학번 학생 부터는 교양과목(필수, 선택, 기초)학점은 최대 55
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졸업학점인 130학점에서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5
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수강신청 가능학점도 55학점 까지입니다. 따라서, 교양
이수기준에서 취득해야하는 학점을 선 취득 후 일반교양 교과목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양필수과목을 취득하지 않고 교양선택과목으로 55학점을 취득한 후, 추후에 교양필
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교양필수 과목을 취득하여도 최대인정학점은 55학점까지
만 가능하여 기존에 취득한 교양선택 과목의 학점이 0학점으로 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교양필수와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에 교양선택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2015학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6학번부터 적용됩니다.

Q. 아직 소프트웨어, 외국어 등 교양필수학점을 채우지 못했는데 교양학점이 초과되었습니
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불가피하게 교양필수학점을 초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됩니다. 단,
교양선택을 초과로 신청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원격학점 제한]
Q. 이번학기에 개인사정상 학교에 많이 나올 수 없어서, 원격강좌를 많이 수강하려고 합니
다. 그런데 수강신청시 ‘원격강좌 학점 초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원격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제한은 얼마까지 있나요?
A. 원격강좌는 한 학기에 6학점(야간교육과정생은 9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
등교육법에 따라 원격학점은 졸업학점은 20%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학
번까지는 원격강좌를 총 28학점, 2016학번부터는 2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에 학점은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
Q. 재수강하려면 재수강신청서를 내야하나요?
A. 재수강할 때 별도의 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스타에서 수강신청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하면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일 경우에 ‘재수강’ 이라는 표기가 됩니다.
‘재수강’ 이라는 표시는 현재 과목이 과거에 이수하였던 과목을 재수강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수강시 반드시 ‘재수강’이라는 표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과거에 이수하였던 정보화 과목을 재수강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때 당시 과목이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수강 할 수 없나요?
A. 변경된 과목으로도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하시면 ‘재수강’이라는 표기가 보입
니다.

[수강취소]
Q. 수강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수강취소는 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수강신청내역/수강취소 → 학기선택 → 조
회 → 수강취소 의 과정을 거쳐 하시면 됩니다.
Q. 수강취소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수강취소는 개강 후 4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강취소 할 수 없습니다.
Q. 수강취소했던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있나요?
A. 수강취소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강취소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
택하셔야 합니다.

[폐강]
Q. 제가 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과목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다른 과목을 대체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폐강된 과목을 다시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정기간에 수강인원이 많이 빠져나가면 폐강이 되나요?
A. 수강신청기간이 끝나면 폐강과목들이 정해져 공지가 됩니다. 이후에 수강정정으로 인해
수강생이 미달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폐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강생
이 없어도 안심하시고 수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