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 안내
구분

질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내용
1학기 수강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 학번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 2.3.(수) 11:00부터 ~ 17:00까지
- 학번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 2.4.(목) 11:00부터 ~ 17:00까지
- 전체 재학생: 2.5.(금) 11:00부터 ~ 17:00까지
복학생의 수강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신청 기간

- 2. 2. (화) 까지 복학처리가 완료된 재학생: 기존 수강신청기간(학번 끝자리 홀수, 짝수 수강신청일) 동일함
저는 복학생인데요, 수강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 3. (수) 당일 복학처리가 된 학번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 복학신청 후, 인스타에서 로그아웃 한 뒤 재로그인 시 수강신청 가능
- 2. 4. (목) 당일 복학처리가 된 학번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 복학신청 후, 인스타에서 로그아웃 한 뒤 재로그인 시 수강신청 가능
- 2. 5. (금) 이후 복학처리가 된 재학생: 복학신청 후, 2.8.(월) 11:00부터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일반

수강 홈페이지 주소

수강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수강신청 기간(3일) 동안 별도 마련된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sugang.jj.ac.kr)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수강신청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번은 무엇인가요?

수강신청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인스타(inSTAR) 아이디(학번)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수강신청 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인스타에서 학번 및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스타 개인정보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뀌었다면 사전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홈페이지 로그인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일 11:00부터 17:00까지 로그인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홈페이지 로그인은 왜 안되는건가요?

- 11:00 로그인 이후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 로그인 시 수강신청 안됨)
- 원활한 수강신청 접속을 위해 Chrome(크롬) 브라우저 접속을 권장합니다.
- 수강신청 접속이 원활하게 안될 시, 정보통신지원실 담당자(220-217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과학년제한

수강바구니에 수강을 희망하는 교양 또는 전공과목이 안보여요?

수강바구니
수강신청 연동여부

수강바구니에 담긴 과목이 수강신청 기간 자동으로 수강신청 되나요?

수강바구니 기간 중에는 본인 학과 소속 및 학년 과목만 수강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 타학과/타학년 개설대상 과목(학과학년이 설정되어 있는 과목)은 수강바구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수강바구니에 수강희망 과목을 담았다고하더라도 바로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기간, 반드시 수강바구니에 담긴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최종 수강신청이 됩니다.
수강바구니 기간 담았던 과목 중 해당 과목이 수강신청 기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입니다.

수강바구니 과목 신청

수강바구니에 담았던 과목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 학과학년제한 설정 과목인 경우,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을 할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해당 과목은 학과학년제한 해제 후 신청)
- 본인 소속 학과/학년 대상 과목이 아닌 경우, 과목 리스트 탭에 전체학년또는 해당 학년) 설정하여 조회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학과학년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강신청 과목리스트에 수강을 희망하는 교양 또는 전공과목이 안보여요?
학과학년제한 과목

- 교양(핵심/자유) 과목: 학과 및 학년별 개설 대상 상이함(타학과/학년 과목 수강신청 불가)
- 채플(채플/기독교) 과목: 1-2학년 대상으로 먼저 수강신청 기간 개설(3~4학년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수강 가능)
- 일부 전공 및 교직과목: 해당 학과/교직과정 대상학년만 수강신청 가능함(일부학과, 교육학과, 교직 이수자 과목 등)

그럼 학과학년제한 과목은 언제 수강신청 가능한가요?

학과학년제한은 수강신청 정정기간(2.26.금 11:00)부터 해제되어 수강인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학과학년제한 과목은 언제 풀리나요?)

- 단, 학과학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수강제한 인원이 다 채워진 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과목의 수강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수강인원 초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과목의 수강인원이 다 채워졌는데,
그럼에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수강인원의 변동이 있어 수강인원 자리가 남는 경우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강인원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양 과목은 교양학부(일반교양 220-3097, 외국어 220-2008, 인성 200-2009, 소프트웨어/의사소통 220-2603)에 문의 하세요.
- 전공 과목은 해당 과목 개설학과 행정실(조교 선생님)에 문의하세요.

재수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일 과목이 개설된 경우)
수강신청
재수강

이전 이수 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동일 과목이 다른 과목명으로 변경된 경우)

- 동일 과목 지정 여부는 개설학과(학과사무실 또는 교양학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음)

재수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일 과목이 폐지되어 없어진 경우)

채플(기독교) 과목을 재수강하고 싶은데 수강 리스트에서 안보여요?
타대학 원격(RUCK) 과목 수강신청하고 싶은데 언제할 수 있나요?
제가 수강신청 가능한 최대학점은 얼마인가요?
수강신청 최대학점

- 단, 수강편람에 있는 재수강 조건에 맞아야 신청됨(별도 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음)

재수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 휴학 후 복학했는데, 휴학 전 수강 과목이 이번 학기 개설되지 않는 경우

타대학 원격(RUCK) 과목

동일 과목(학수번호 동일)을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재수강처리 되는 과목을 먼저 수강신청한 뒤, 재수강(또는 대체동일과목)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재수강 처리 됩니다.
-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학부에 문의하여 재수강처리가 되는 과목을 확인 후, 수강신청하고 재수강신청서를 교양학부에 제출
- 전공과목의 경우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재수강처리가 되는 과목을 확인 후, 수강신청하고 재수강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채플 및 기독교 과목은 학과학년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과목으로, 대상 학과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수강신청 정정기간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RUCK 과목은 타대학과 학사일정 차이로, 수강신청 정정기간(2021.2.26.금)부터 수강과목이 오픈되고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inSTAR(인스타) 로그인 후,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수강신청 홈페이지 아님)
수강신청 최대 가능학점은 학번별로 상이하며,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자료실(수강편람) - 2페이지 참조

구분

질문 사항
수강신청 최대학점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내용

(채플, 사회봉사, 군사학, 진로지도세미나, 사회봉사, 선수과목)도 수강제한학점에

아니요. 해당 과목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19학점 제한학점인 학생이 전공, 교양 19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며

포함 되나요?

, 진로지도세미나(1학점), 채플(0.5학점)을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는 20.5학점이 됩니다.)
교양 제한학점은 2018학번 이후는 50학점, 2016~2017학번은 55학점, 2015학번 이전은 60학점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교양제한학점

교양학점이 초과(제한에 걸려)되어 교양 과목 수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교양필수 과목은 수강제한 학점과 상관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교양 학점에 1~2학점이 부족하여 수강신청을 못하는 경우
학과 조교 선생님께 '교양제한학점 상향'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격강좌 수강학점

원격강좌(RUCK 포함)는 학기에 최대 몇 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요?

원격강좌는 학기별 6학점(야간교육과정생은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합니다.(미래융합대학 학생은 48학점까지)

사회봉사 수강신청

사회봉사 수강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사회봉사 과목의 수강신청은 inSTAR(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사회봉사 교과목 - 교과목 신청에서 합니다.
네. 폐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인원 미만으로 수강신청이 된 과목은 폐강처리가 원칙입니다.
- 전공(10명 미만), 외국어/일반교양 영어강좌/교직(15명 미만)

폐강 기준

제가 수강 신청한 과목이 폐강될 수 있나요?

- 소프트웨어/전공기초/의사소통/인성/자유교양/일반교양의 실기 실습과목(20명 미만)
폐강 과목은 2021. 2. 10. 수. 학교홈페이지 학사게시판 및 인스타 게시판을 통해 공지 됩니다.
- 본인이 수강신청 한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학점이 부족한 경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을 통해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정정기간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수강신청 정정방법

수강신청 정정(변경) 기간은 언제인가요?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2. 25. 11:00부터~3. 8.월 18:00까지 입니다.

수강신청 정정(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수강신청 정정은 inSTAR(인스타) 로그인 후,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수강신청 홈페이지 아님)

수강신청 정정(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수강신청 정정은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신규 과목을 수강신청 하시고, 수강 취소 과목을 삭제(취소)처리 하시면 됩니다.

폐강 및 기타 문의

수강신청 기간 및 정정기간에는, 수강신청하는 곳에서 바로 수강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강취소 기간 및 방법

수강했던 과목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강신청 취소기간(2021.3.9.~3. 15.)에는, inSTAR(인스타) - 학사관리 - 수강신청내역/수강취소 할 수 있습니다.
수강취소 최대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수강취소 취소

수강취소했던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원격중심수업
원격활용수업(블렌디드수업)
원격활용수업(iClass+수업)

원격(온라인)수업 시간표는 시간표에 나오지 않는데, 수강신청이 잘 된건가요?

아니요. 수강신청 후, 수강취소 기간에 수강취소한 경우 최종 취소 처리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 시 신중하게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중심수업의 온라인 수업 시간표는 시간표에 표기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내역에 해당 과목이 있으면 정상 수강된 것입니다.
블렌디드 수업 및 iClass+ 수업은 오프라인 시간표는 시간표에 표기되며, 온라인 수업 시간표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