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매뉴얼

교무처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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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장바구니 시행 안내

1. 목적

 가. 정기 수강신청 전 학생들의 강의 선호 수요를 미리 조사하여 분반 추가 및 감소,

    강의실 조정 자료로 활용

 나. 학생위주의 맞춤 서비스 제공 및 학업 만족도 상승에 기여

2. 유의사항(필독요망)

 가.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은 실제 수강신청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

 나. 본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로 수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다. 장바구니는 실제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기능임.

 라. 강사지정 및 시간표 작성이 미완료된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이 시행되지

    않음.

 마.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 이후 학과 요청에 의해 교‧강사 및 수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본 수강신청 시 반드시 변경사항 유무 확인 후 수강신청 진행)

 바. 수강에 관련된 신청, 변경, 포기의 주체는 학생 본인임.

 사. 정식 시행기간(2.3.~2.10.) 이전 동안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될 예정임.

 아. 학사공지에 공지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신청 장바구니를 진행해야함. 

 자. 부모가 우리대학 교수인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수

강할 경우 학사지원팀에 사전 신고해야 함.

 차. 동영상 100% 수업의 경우, 중간ㆍ기말고사, 토론, 보강, 한시적 실시간 수업 등의 목적

으로 오프라인 1시간이 포함됨. 이 시간은 타 시간표와 중복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단, 장바구니에서는 예외)

3.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 : 2022. 2. 3(목) ~ 2. 10(목) [8일간 10:00~16:00까지]

  ※ 본 수강신청 기간 : 2022. 2. 15(화) ~ 2. 17(목) (4~2학년), 2.25(금) (신,편입생)

4.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5. 신청방법 : 본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ID/PW 입력 → 교무 →

  수강신청 장바구니(상세사항 하단 참조)

6. 수강신청 장바구니 안내사항

 가.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 시 각 교과목에 인원제한은 없으며 교과목(과목코드)이 중복 

    되어도 분반이 다른 경우 신청 가능

 나. 수업 시간 중복 가능

 다. 주·야 교차 수강 불허(예외 : ICT디자인학부에서 주간 또는 야간만 운영하는 트랙의 경

우 해당 트랙 소속 학생은 전공과목에 한하여 주·야 교차 가능)

 라. 사이버 강좌 수강 신청 6학점 이하로 제한(동영상 100%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마.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3학점 초과신청 가능(16학번 이후 21학점, 15학번 이전 23학점)

7.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 방법(첨부된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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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장바구니 매뉴얼

※ 종합정보시스템 URL : https://www.hansung.ac.kr/sites/hansung/index.do

1. 한성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2. [교무] -> [수강신청 장바구니] 클릭

(1) 교무 -> 수강신청 장바구니 -> 수강신청 장바구니 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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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랙선택 후 전공(트랙)에서 본인이 찾는 학과(부) 혹은 교양과정을 검색함. 

(3) 검색 시, 개설된 강좌들이 나오며 신청하고자 하는 강좌 맨 오른쪽의 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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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바구니 신청내역에 담은 과목이 표시됨. 

(6) 신청한 강좌들의 개인 시간표는 개인시간표 확인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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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신청 장바구니 개인시간표 조회’에서 예비 신청한 과목의 시간표를 확인 함.

   (시간 중복 시 안내 됨.)

※시간 중복 시 안내 화면

(8) 본 수강신청 화면, 전공탭 에서 ‘수강신청 장바구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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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버튼 클릭 시 수강신청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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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장바구니_트랙(전공) 특이사항

1. 트랙제 학생들이 보는 장바구니 화면.

2. 장바구니 상단에 나와 있는 트랙 선택란에서 본인이 신청한 두 개의 트랙을 확인.

3 . 

트

랙

제 

수

강

신청 장바구니 다음과 같이 진행.

1) 1번째 트랙의 전공과목 신청

(1) 본인이 선택한 트랙을 선택.          (2) 과목전공을 해당 트랙으로 선택.

(3) 신청할 과목을 담게 되면 해당 과목 이수구분대로 정상적으로 담긴 것을 확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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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째 트랙의 전공과목 신청

(1) 트랙을 2번째 트랙으로 변경    (2) 과목전공을 해당 트랙으로 선택

(3) 신청할 과목을 담게되면 해당 과목 이수구분대로 정상적으로 담긴 것을 확인.

4. 선택한 트랙 외에 타트랙 과목 신청 : [일반선택(일선)]

※ 주의사항

 1. 위 3번처럼, 선택한 트랙(전공)과 해당 과목전공 선택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함.

 2. 위 4번처럼, 선택한 트랙(전공)과 과목전공 선택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일선)으로 신청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전공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 선택한 트랙과 과목전공이 동일한 트랙인지 확인하여 진행해야 함.

 3. 타트랙(전공)을 신청할 경우, 일반선택(일선)으로 신청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진

행해야 함.

 4. 장바구니 수강신청 시 트랙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신청하여 이수구분이 잘못

되어 있을 경우, 본 수강신청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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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트랙, 교양대학 연락처>
단대 트랙 번호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학부

교학팀 담당자 5674
영미문학문화

4027
영미언어정보
한국어교육 4017

문학문화콘텐츠 5702
글로컬역사

4037
역사문화콘텐츠
도서관정보문화 4087

디지털인문정보학 5945
이민다문화 4268

서양화전공
4117

동양화전공

한국무용전공
4107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학팀 담당자 5638

국제무역 4057
글로벌비즈니스 5722

기업경제분석 5723
금융데이터 4067

공직진출 4077
법정책 5724

부동산자산관리 4427
스마트도시계획환경비즈니스 5725

기업경영
5726
4047벤처경영

회계재무경영

디자인대학

교학팀 담당자 5795

패션마케팅 4147
패션디자인 5794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 4097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4157
브랜드패키지디자인
제품서비스디자인

4422영상애니매이션디자인
게임일러스트레이션

인테리어코디디자인
5792

VMD전시디자인

뷰티매니지먼트학과(계약학과)
4199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IT 공과대학
　
　

교학팀 담당자 5906

모바일소프트웨어 /빅데이터 /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웹공학

4438

5894(실)
전자 4434

정보시스템 5889(실)
기계설계 4327

기계자동화 5895(실)
지능시스템

4436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ICT융합엔터테인먼트 5897(실)
시스템경영공학

5777생산물류시스템
컨설팅

CRM디지털마케팅프로그램 4168

공학교육개발
5975

5952

상상력교양대학

교학팀 담당자 5676

사고와표현 4354
영어교육과정 (한국인, 외국인) 5734

소양교양 4446
핵심교양, 교원양성, 자율교양 5821

기초교양 5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