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센터 |   2021.01.20.

2021학년도1학기
수강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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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U WARNING

2016년 9월 28일(수)부로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및변경, 취소, 등록금납부및

환불등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따른개인적인

기간 외 요청 사항은 불가능함을안내드리오니,이점꼭참고하시어정해진

기간내에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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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U WARNING

· 스마트폰으로수강신청시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 반드시 PC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수강신청을시도하다가발생하는

오류사항에대한부분은정보전산원과학사지원센터에서해결해드릴수

없습니다.

·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접속이 제한됩니다.

· 다중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오류 사항은 해결해 드릴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부모님이 대학 교수로서 재직 중이신 경우, 해당강의를가급적수강하지

마시기바랍니다.



0. 시작에앞서

수강편람확인

예비수강신청

본수강신청

수강신청
확인및정정

수강중도포기

1

2

3

4

5SU-WINGs  에서

실시간확인가능

21.02.01.(월) 오전10시부터

21.02.03.(수) 오후5시까지

21.02.08.(월) 오전10시부터

21.02.10.(수) 오후5시까지

21.03.02.(화)  오전10시부터
21.03.08.(월)  오후5시까지

21.03.23.(화) 오전10시부터

21.03.25.(목)  오후5시까지

일주일후

(공휴일있을시다음주)

개강후일주일간

개강후4주차

4 / 21



0. 시작에앞서–개강첫주출석?

∴ 근거자료 : 교무위원회 [교무] 18-04-28 수업에 관한 세부 지침

〮 ‘수강신청확인및정정’ 기간동안변경한과목을개강첫주안에듣지 못하면결석처리됩니다.

1. 개강후첫주는오리엔테이션주간이아닌, 공식적인학사일정1주차입니다. (=정규수업)

2. 스마트폰출결시스템의도입으로, 출석체크시수강신청이되어있지않은학생들은결석처리됩니다.

3. ‘본수강신청‘ 이후‘수강신청확인및정정’ 기간에변경한수업에참석하지않았음에도출석으로인정되는것은

학칙에근거하여결석처리됩니다.

구분 개정 비고

개강첫주출결인정기준
개강첫주수업에대한출결기준은본수강신청을기준으로하여,개강첫주

수업부터수강신청과무관하게출석하지않은과목에대해결석처리
학칙시행세칙5장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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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에앞서–신청가능학점?

재학중
No

Yes

해당사항없음

17 *

20 최대 21까지

최대 18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중이수구분

"XX선택" 1학점이

없는경우* *

직전학기평점이3.7이상인경우

* 일반적으로, (실습위주의)  특정학과를제외한수강신청가능최대학점.  
* *ex) 전공3학점X 6과목신청시= 18학점수강신청가능

전공3학점X 5과목신청, 교양2학점신청, 전공or교양선택1학점신청시= 18학점수강신청불가 6 / 21



7 / 21

SahmyookUniversityWorldwide IntegratedNextGenerationSystems

SU-WINGs ?

삼육대학교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https://suwings.syu.ac.kr

학적,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강의시간표 및 수강편람 확인, 강의계획서 조회, 휴학 및 복학 신청, 대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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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受講) : [명사] 강의나강습을받음

편람 (便覽) : [명사] 보기에편리하도록간추린책. 

- 네이버국어사전발췌

수강편람?

해당학기에각학과혹은스미스학부대학에서개설한과목들을

한번에볼수 있게정리해놓은것

* SU-WINGs에서 실시간으로조회가능합니다.https://suwings.syu.ac.kr -> 수업정보 -> 수강편람출력

https://suwings.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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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양대학혹은학과별사정에따라강의실과수업시간등이변경될수있습니
다. 그러므로개강 1주전부터수강신청조회를 통해변동내역을꼭확인하시
기바랍니다.

수강편람 ! 기타안내사항

②공통(교양필수) 과목중교양성경과목등, 수강조건이설정되어있는수업
은해당학년, 학과, 학생들을 우선적으로수강신청하는것을위함이며, 졸
업과재수강을 위해수강해야 할재학생분들은수강신청변경기간 동안에
수강신청하시면됩니다.

③또한학과에서개설한전공과목중, 수강조건이있는경우각학과사무실
에문의해야정확한안내를 받으실수있습니다.

①예비수강신청기간중에조회되는 수강편람에는스미스학부대학 및학과, 
교수의사정에따라교수명, 강의실,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않을수있습니
다. 본수강신청기간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독연계과목신청학생들은수강신청상단메뉴에중독연계전공(중독재활 /  
중독심리)을선택하여개설된과목을수강신청 하시면됩니다. 단, 학과별중
독연계인정과목은홈페이지에별도로안내할예정이며, 담당사무실(02-
3399-3691)에문의하시면됩니다.

⑤ 연계전공인정과목리스트가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안내될예정입니다
(또한수강편람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8일(화) 예정).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분들은수강신청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장바구니에 담듯이, 선호하는 과

목을 본 수강신청 전에 미리 저장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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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강신청 시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과목들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예비수강신청 과목이 자동으로 본 수강신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간 : 2021년 02월 01일 (월) 오전 10시 ~ 2월 3일 (수) 오후 5시 까지 (기간 엄수)

접속방법 : http://sugang.suwings.syu.ac.kr 에 접속하여 진행.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 및 SU-WINGs 우측 하단에 수강신청 배너 클릭.



②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 I, II) 과목은 담당 부서에서 올리실 학사공지사항을 꼭

참고 하시어 본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399-3261~4)

11 / 21

③ 교양필수 과목은 소속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교양 및 교직강좌(교양선택, 컴퓨터활용, 인성교육(구, 성서와인성), 교직필수)는

상단의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학년은 1학년으로 설정 후 조회해야 해당

강좌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안내사항

⑤ 예비수강신청 시 신청 불가한 과목

· 지역사회공헌 - 본 수강신청 기간에 가능

① 매년 1학기 때에는 2,3,4 학년 재학생분들만 예비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

1학년 1학기 신입생들 및 2020년 1학기 편입생들은 수강신청 기간이 다르며 예비

수강신청 없이 본 수강신청을 바로 합니다. (* 1학기만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물건들을 차후에 구매 결정하듯이, 예비수강신청 때 담아 놓은 과목

들을 실제로 수강 신청하거나, 예비수강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과목을 직접 신청하는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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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과목들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되지 않

습니다.  (예비수강신청 과목이 자동으로 본 수강신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간 : 2021년 02월 08일 (월) 오전 10시 ~ 2월 10일 (수) 오후 5시 까지 (기간 엄수)

접속방법 : http://sugang.suwings.syu.ac.kr 에 접속하여 진행.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 및 SU-WINGs 우측 하단에 수강신청 배너 클릭.

2. 본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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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사항

① 공통(교양) 과목 중 교양성경과목 등, 수강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수업은 해당 학년, 학과 학생들

을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년 제한, 혹은 학과 제한이 걸린 특정 과목들을 이수해야 할 학생분들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2021.03.02.(화) 10시~03.08.(월)17시)에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및 공통(교양)필수 1학년 개설 과목 포함)

② 또한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 중 수강 조건이 있는 경우(학번에 따른 분반 등)는 각 학과 사무

실에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③ 수강신청 시작 당일 (2.10월)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시작 시간부터 1시간 동안 강의계획서 검색

이 제한 됩니다. 

④ 폐강공고(전공 / 교양)

· 1차 = 2021년 02월 24일(수)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

· 2차 = 추가 진행시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개강 1주차 내 예정)
* 폐강과목이 없는 경우 생략

2. 본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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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https://suwings.syu.ac.kr 에서 실시간으로 수강편람(시간표 확인) 및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담당교수 및 강의실이 변경된 과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개강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전공과목에 대한 문의(강의시간 및 인원 관련)는(은) 각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⑧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 I, II) 과목은 담당 부서에서 올리실 학사공지사항을 꼭 참고하시어

수강신청에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399-3261~4)

⑨ SU-인턴십 I/II/III/IV 과목은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정으로, 수료한 학생들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⑩ 컴퓨터활용 및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 II / III) 수강신청 안내문은 본 수강신청 전에 학사공지

에 게시됩니다.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⑪ 학과에 개설된 교양필수과목은 본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 본수강신청안내 기타안내사항

https://suwings.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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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과목별 담당부서 연락처 *

- 컴퓨터활용 : 02) 3399-2077 = 컴퓨팅사고력

MOS 관련(Powerpoint, Excel, Word, Access)

- 사회봉사단 : 02) 3399-3261~4 =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 I, II) 관련

- 교목처 : 02) 3399-3333~6 = 채플 관련

- 인성교육원 : 02) 3399-3075, 3185 = 글로벌리더십교육, 흡연음주 예방교육, MVP+ 등

- 스미스학부대학 : 02) 3399-3353 = 교양과목 전체 및 글로컬 영어 I, II 관련

- 중독연계 관련 : 02) 3399-3691 

- 토익 I, II 관련 : 02) 2008-5232, 02) 3399-3353

- 연계전공 관련 : 02) 3399-3356

2. 본수강신청안내 기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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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확인및정정

개강 후 첫 주 동안 기존의 본 수강신청기간 동안 수강신청한 과목을 정정할 수 있는

기간 입니다.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첫 주가 마지막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1년 03월 2일 (화) 오전 10시 ~ 03월 08일 (화) 오후 5시 까지 (기간 엄수)

접속방법 : http://sugang.suwings.syu.ac.kr 에 접속하여 진행.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 및 SU-WINGs 우측 하단에 수강신청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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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확인및정정

① 공통(교양) 과목 중 교양성경과목 등, 수강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수업은 해당 학년, 학과

학생들 을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년 제한, 혹은 학과 제한이 걸린 특정 과목들을 이수해야 할 학생분들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2021.03.02.(화) 10시 ~ 03.08.(월)17시)에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및 공통(교양)필수 1학년 개설 과목 포함)

② 또한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 중 수강 조건이 있는 경우(학번에 따른 분반 등)는 각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③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당일 (2021. 03. 02. 화)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시작 시간부터 1시간 동안 강의계획서 검색이 제한 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④ 폐강공고(전공 / 교양)

· 2021년 02월 24일(수)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 예정
* 폐강과목이 없는 경우 생략

기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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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확인및정정 기타안내사항

⑤ https://suwings.syu.ac.kr 에서 실시간으로 수강편람(시간표 확인) 및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담당교수 및 강의실이 변경된 과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개강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전공과목에 대한 문의(강의시간 및 인원 관련)는(은) 각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⑧ SU-인턴십 I/II/III/IV 과목은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정으로, 수료한 학생들만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⑨ 컴퓨터활용 및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 II / III) 수강신청 안내문은 본 수강신청 전에 학사

공지에 게시됩니다.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⑩ 학과에 개설된 교양필수과목은 본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wings.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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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중도포기

현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수강을 포기하기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수강취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없애거나, 신규 혹은 변경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수강을 취소“ 

하는 것입니다.

기간 : 2021년 03월 23일 (화) 오전 10시 ~ 3월 25일 (목) 오후 5시 까지 (기간 엄수)

신청방법 : http://suwings.syu.ac.kr 에 접속하여 진행.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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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중도포기 기타안내사항

① 수강중도포기 기간 이후에는 취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점등록 학생들(정규학기 이후, 9학기 이상 신청자)은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③ 중도포기 신청 시,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인정 최소학점 (12학점*)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교무 16-01-0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 변경 및 적용.)

(** 현 학기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정규학기인 (8학기=4학년 2학기) 학생들은 해당사항 없음)

④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인원수가 폐강기준 (전공 8명, 교양 16명 미만)에 도달하는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⑤ 수강인원이 기준치 미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목 교수님 혹은 학과의 요청에 의해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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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중도포기 기타안내사항

· 신청대상 : 재학생

· 신청과목 : 현 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취소만 가능.(신규 및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03월 23일(화) ~ 03월 25일(목) 오후 5시 (기간엄수)

· 신청방법 : SU-WINGs(https://suwings.syu.ac.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 신청순서 : 1) SU-WINGs(https://suwings.syu.ac.kr)에 로그인
2) 수강정보 -> 수강중도포기신청 클릭

3)중도포기신청 - 포기할 과목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중도포기 신청 클릭

(신청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도포기취소 - 취소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취소 클릭

https://suwings.syu.ac.kr/
https://suwings.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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