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강신청 모바일앱

장바구니(예비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모바일앱 설치 방법

1. 모바일앱 설치방법

•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
어에서 ‘상지대‘ 검색

• 수강신청앱 설치

iOS 설치 화면(아이폰 등) 안드로이드 설치화면



수강신청 모바일앱 로그인 화면

로그인 방법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교과목 조회 방법

1. 교과목 조회 방법

• [개설과목] 클릭



교과목 조회 방법

2. 전 과목 조회

• 교과목 조회 시 기본적으로
[개설강좌]가 세팅되어 있음

• [개설강좌]에서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전 강좌 확인 가능



교과목 조회 방법

3. 전 과목 조회(좌측 그림)

• 교과목 조회 시 기본적으로
[개설강좌]가 세팅되어 있음

• [개설강좌]에서는 해당 학기
에 개설된 전 과목 확인 가능

4. 과목명(코드) 조회(우측 그림)

• 원하는 과목의 이름 혹은
과목코드 검색 시 과목 조회
가능



교과목 조회 방법

5. 학과 강좌 조회(좌측 그림)

• 학과 혹은 교선 영역별로
강좌를 조회하고 싶을 시
상단 [학과 강좌] 클릭

6. 학과명 조회(우측 그림)

• [학과 강좌] 클릭 후 조회하고
싶은 학과 혹은 교선 영역을
입력 시 분류하여 조회 가능

.

.

.



교과목 조회 방법

7. 학과(혹은 교양) 클릭 시
해당 과목 조회 가능

8. 과목 클릭 시 과목 정보 조회
가능

9. [강의계획서] 클릭 시 해당
과목의 수업계획서 확인 가능



장바구니 신청 방법

1. 장바구니 신청 방법

• [예비수강] 클릭



장바구니 신청 방법

2-1. 전 과목 조회

•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개설강좌] 목록에서 조회

• 상단 검색창에서 과목명
혹은 과목코드 입력 후
조회



장바구니 신청 방법

2-2. 학과별 조회

• [학과강좌] 클릭 후 목록에서
학과 혹은 교양 영역 확인하
여 클릭

• 상단 검색창에서 학과명을
입력하여 클릭



장바구니 신청 방법

3-1. 장바구니 신청

• 원하는 과목 선택 후 분반
별 정보 확인

• [신청] 클릭하면 장바구니
신청 완료

 분반이 있는 경우 강좌별
요일 및 교시가 다를 수
있음

과목선택



장바구니 신청 방법

3-2. 장바구니 신청

• 하단에 [강좌코드 직접입력] 
클릭

• 원하는 강좌의 과목코드 및
분반을 입력한 후 [신청]   
버튼 클릭



장바구니 신청 내역 조회 방법

4. 장바구니 신청 내역

• 하단에 [예비수강 조회,삭제] 
클릭하면 조회 가능

• 장바구니에서 삭제하고 싶을
때 [삭제]버튼 클릭

• 우측 상단의 달력 그림을 클
릭 시 우측 그림처럼 장바구
니 시간표 확인 가능

5. 장바구니에는 최대
15과목까지 담을 수 있음



# 수강신청 모바일앱

본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모바일앱 설치 방법

1. 모바일앱 설치방법

•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
어에서 ‘상지대‘ 검색

• 수강신청앱 설치

iOS 설치 화면(아이폰 등) 안드로이드 설치화면



수강신청 모바일앱 로그인 화면

로그인 방법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본 수강신청 방법

1. 모바일앱 로그인 후
[수강신청] 클릭

2. 장바구니 신청 기간에 신청
했던 강좌 목록을 [예비수강
내역조회]을 통해 확인 후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본 수강신청 진행



본 수강신청 방법

2-1. [강좌코드직접입력]

과목의 코드 및 분반을 알고 있는 경우

과목 코드와 분반을 입력하여

수강신청 가능



본 수강신청 방법

2-2. [강좌조회신청]

• [강좌조회신청] 클릭 시 개설
된 전 강좌 조회 가능

• 상단의 검색창에서 과목명 혹
은 코드를 입력 시 해당과목
조회 가능



본 수강신청 방법

2-2. [강좌조회신청]

•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분반
및 정보를 확인 후 우측의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수강
신청 진행



본 수강신청 방법

2-3. [강좌조회신청]

• 상단 [학과강좌] 클릭 시 학과
혹은 교양과목 영역 분류를
확인 및 선택 가능

• 상단 검색창에 학과 입력 시
해당학과 검색 가능



본 수강신청 방법

2-3. [강좌조회신청]

• 학과 혹은 교양영역 선택 시
과목 조회 가능

• 과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우측 그림처럼 과목 정보
확인 가능

• 원하는 분반을 선택한 이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수강
신청 진행

과목선택



본 수강신청 방법

3. 하단의 [수강내역 조회,삭제]
를 클릭하면 수강신청 내역
확인 가능

4. 수강취소를 원할 시 과목 우
측의 [삭제]버튼을 클릭

5. 시간표를 확인하고 싶을 시
우측 상단의 달력그림 클릭

6. 시간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