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학기 수강신청 안내
  http://sugang.ajou.ac.kr

학교 홈페이지에서 ID/PW 만들기
⇨

수강신청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상단 LOGIN→ 통합ID신청 http://sugang.ajou.ac.kr

구분  수강신청일정  수강신청대상자 수강신청요건

수강신청

02.26(화) 10:00~17:00 2019학년도 편입생  » 학기당 최대 19학점까지 신청가능
   단, 소프트웨어학과 및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21학점 
      간호학과 및 약학과는 25학점, 의학과는 45학점02.28(목) 10:00~17:00 2019학년도 신입생

수강정정
03.07.(목)~03.08.(금)
매일 08:00~17:00

 재학생 전체
(휴학생 제외)

 - 공학인증 상담과 상관없이 수강정정 가능
 ※ 19학번 및 전공진입 평가 대상과목 미이수자의 
    자동수강 신청 과목은 수강 정정 불가함.

수강철회
(수강포기)

03.21.(목)~03.22.(금)
10:00~17:00

 재학생 전체

 - 종료 전까지 24시간 가능
 ※ 19학번 및 전공진입 평가 대상과목 미이수자의
    자동수강 신청과목은 수강포기 안됨.
 ※ 1개 과목만 철회 가능

★ 수강신청을 시작하기 전 꼭 ID/PW를 만들어주세요!

  - 1단계 : ID/PW 만들기 (※통합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 생성 : 2019.02.20(수) 18시부터 가능)

    

• 방법1 :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상단 LOGIN→ 통합ID신청

⇨
약관도입 및 가입 가능여부확인
(성명/학번/주민등록번호입력)

→ 통합ID정보 입력  
• 방법2 : 아주대학교포털(http://mportal.ajou.ac.kr) 접속
          → 상단 “로그인하세요” 클릭 → 통합ID신청    

  - 2단계 : 통합홈페이지 ID/PW로 수강신청 페이지(http://sugang.ajou.ac.kr) 로그인 후 수강신청

             ※ 상기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진행

  - 3단계 : 수강신청 후, 홈페이지(포털) 로그인→AIMS→학사서비스→교과수업→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출력하여

           본인의 수강내역(교원, 강의시간, 강의실)을 확인

  

★ 수강신청은 별도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 http://sugang.ajou.ac.kr에 접속하여 학교 홈페이지에서 만든 ID/PW로 로그인 후 수강신청을 시작하세요.

       - 1단계 : 학교홈페이지 혹은 학교포털에 접속하여 통합홈페이지 ID/PW 생성

       - 2단계 : http://sugang.ajou.ac.kr 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 3단계 : 수강신청 매뉴얼은 “아주대학교 앱”을 다운받아 참고



★ 수강신청 과목
   - 자동수강신청 과목 : Co-BSM 및 아주인성 등 자동수강신청 교과목은 첨부파일 『2019-1학기                

   Co-BSM(Communication-Basic Science and Mathematics) 및 아주인성 자동수강신청』 참조

     ※ 그 외 학과별 지정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과별 공지사항 확인

★ 유의사항
   ☑ 수강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 수업계획서 및 수업평가 결과 참고하기

      - 수업계획서 확인 : 2019-1학기 전공과목 확인 시 전공명(과)로 선택하여 확인

      - 수업평가 결과 확인 : 최근 3개 학기 (2018-1,2학기, 2017-2학기) 조회 가능

      - 확인 방법 : AIMS2 → 학사서비스 → 교과수업 → 시간표/수업계획서/수업평가결과

      ※ 그 외 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메뉴에서 학사편람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ajou.ac.kr) - 학사지원 -  학사 – 수업 – 학사편람 

   ☑ 동일과목 중복 수강신청 불가

      - 과목명이 같은 경우, 동일 과목으로 간주되어 중복 수강이 불가합니다.

      - 동일 과목의 중복수강은 추후 발견 시라도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강신청기록이 삭제됩니다.

   ☑ 매크로프로그램 및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함.

      - 1차 경고 : 전체 수강신청내역 삭제 후 수강정정기간 이후 남은 여석에 대해서만 수강신청

      - 2차 경고 : 본교 전산정보자원 이용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제재조치 

     ※ 수강신청 기록 상 동일 시간에 복수의 과목이 신청된 경우 매크로(스크립트) 사용으로 간주하고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음.

   ☑ 과목 매매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준칙」에 위배됩니다. 매수‧매도 게시글만으로도 징계 처분

      대상이오니 관련 행위는 일체 엄금합니다. 

   ☑ 동일 학번(아이디)으로 2개 이상의 수강신청을 시도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 먼저 연결되어 수강신청 중인 

      브라우저가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 동일 PC에서 2개 이상의 브라우저로 수강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여러 개의 PC에서 동일 학번(아이디)으로 수강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크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 브라우저 이용 제한

      - 크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 브라우저에서 수강신청 사이트를 여는 경우, 일부 학과(전공)와 개설

        과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공과목 각 학과 교학팀(첨부 문의처 참조)

교양과목 다산학부대학      전화 : 031)219-3554, 2856

Co-BSM 및 전공진입 평가 대상 과목
자동수강신청 과목

다산학부대학      전화 : 031)219-2865, 2864

총괄 교무팀 진명주     전화 : 031)219-2015
                  e-mail : mj_jin@ajou.ac.kr



2019-1학기 Co-BSM(Communication-Basic Science 

and Mathematics) 및 아주인성 자동수강신청

⦀ 학과별 자동수강신청 과목

  - 전공진입제 (학칙 제15조의3)와 통합반 운영을 요하는 과목에 대해 다산학부대학에서 자동수강신청을 실시함.

  - 전공진입제는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학과별 1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Co-BSM [영어1,2,  

    글쓰기, 수학, 물리, 화학, 생물(실험과목 포함)]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3학기 진급 시 이 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을  

    우선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임.

문의 : 다산학부대학 (031-219-2865 / 2864)

대학 학과 자동수강신청 과목(Co-BSM 및 아주인성)

경영대학

경영학과 영어1

e-비즈니스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금융공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2

영어영문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불어불문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사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문화콘텐츠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과 영어1

행정학과 영어1

심리학과 영어1

사회학과 영어1

정치외교학과 영어1

스포츠레저학과 영어1 

의과대학 의학과 영어2, 수학1/물리학 택1, 화학1(실험)/생물학1(실험) 택1

간호대학 간호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생명과학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물리학1(실험) 

산업공학과 영어2, 수학1, 물리학1(실험)/화학1(실험) 택1, 화학(실험)/물리학(실험)/생명과학(실험) 택1

화학공학과 영어1, 수학1, 화학1(실험), 물리학(실험)/물리학1(실험) 택1

신소재공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화학1(실험), 물리학(실험)/물리학1(실험) 택1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생물학1(실험), 화학1(실험)

환경안전공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생물학1(실험)/물리학1(실험)/화학1(실험) 택2

건설시스템공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화학1(실험), 물리학1(실험)

교통시스템공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생물학1(실험)/물리학1(실험)/화학1(실험) 택2

건축학과 영어1, 수학1, 물리학(실험)/화학(실험)/생명과학(실험) 택1



      ※ Co-BSM 및 아주인성 자동수강신청 과목은 수강정정, 취소, 포기가 불가능

      ※ 영어2 대상 학생 일부는 영어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에 따라 고급영어2로 배정됨.

⦀ 기초과학 희망 과목 선택

    - 대상학과 :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수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 기초과학 수강 희망 과목 선택기간 : 2월 20일 18:00(ID생성후)~21일 23:59

    - 기초과학 수강 희망 과목 선택방법

      : 홈페이지(http://pool.ajou.ac.kr/uc) 접속→PORTAL ID로 로그인→수강 희망 과목 선택→확인

    - 기초과학 과목을 선택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의배정     

  

⦀ 영어1 인터뷰 실시 및 고급영어1 변경 안내

    - 자동 수강신청 과목 중 “영어1”은 첫 수업 인터뷰 결과에 따라 “고급영어1”로 수강 정정될 수 있으니 

      2019.03.07.(목) 17:00 이후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결과(로그인→학사서비스→교과수업→수강신청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바람. (동일시간표/강의실 및 과목만 변경)

대학 학과 자동수강신청 과목(Co-BSM 및 아주인성)

정보통신
대학

전자공학과 영어2, 수학1, 화학(실험), 물리학1(실험)

사이버보안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소프트웨어학과 영어2,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미디어학과 영어2, 수학1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글쓰기, 아주인성, 영어1, 생명과학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영어1, 수학1, 화학1(실험)/생물학1(실험)/물리학1(실험) 택2

물리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물리학1(실험), 생물학1(실험)

화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물리학1(실험), 화학1(실험)

생명과학과 영어1, 글쓰기, 아주인성, 수학1, 생물학1(실험), 물리학1(실험)/화학1(실험) 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