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수강신청 안내
▶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 2019년 9월 2일(월)
▶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구분

기간

수강신청 기간

2019. 08. 19(월) 14:00 ~ 08. 23(금) 23:59

수강신청 정정 기간

2019. 09. 02(월) 14:00 ~ 09. 07(토) 23:59

▶ 수강신청 메뉴: HY-in (https://portal.hanyang.ac.kr) 로그인 전 – “수강신
청 바로가기“ – 로그인 – 수강안내에서 안내문 참조 후 수강편람 – 조직선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학과과목(전공)체크 – 조회 – 신청

▶ 수강신청 최대 학점 : 15학점(5과목)
- 17, 18학번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전공필수

- 프로젝트프랙티컴 1-4 (12학점)

- 고급연구방법론 3학점

선택필수

- 선택필수 과목 중 9학점

- 선택필수 과목 중 9학점

전공선택

24학점

24학점

총이수 학점

45학점

36학점

※ 선택필수 교과목
구분

교과목
아래 13개 과목 중 택 3 (9학점)
1학기 개설과목

2학기 개설과목

전공선택

- 기술경영조사방법론
- 기술경영개론
(선택필수)
- 기술혁신론
- 혁신경영론
- 기술사업화론
- 신제품개발론
- 디자인기술경영
-기술경영계량분석
* 개설학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술과 경제학
기술예측방법론
R&D관리
서비스혁신과 방법론

* 선택필수과목 이수여부는 포털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
여 확인한 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학번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전공필수

- 프로젝트프랙티컴 1-4 (12학점)

- 고급연구방법론 3학점

선택필수

- 선택필수A 과목 중 9학점

- 선택필수A 과목 중 9학점
- 선택필수B 과목 중 3학점

전공선택

24학점

21학점

총이수 학점

45학점

36학점

※ 선택필수 교과목
교과목
구분

1학기 개설과목

전공선택
선택필수A
(박사 택3,
석사 택3)

-

기술혁신론
혁신경영론
기술사업화론
디자인기술경영
행동경제학과R&D의사결정론

2학기 개설과목

-

기술과 경제학
기술예측방법론
R&D관리
서비스혁신과 방법론

전공선택
선택필수B

-기술경영조사방법론
-기술경영계량분석

-고급통계분석
-특허전략

(박사 택1)
* 개설학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택필수과목 이수여부는 포털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
여 확인한 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교 및 타학과 교과목 수강 안내
- 본교 타학과 및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강 교과목의 수강이 가
능하며, 타대학원 수강 인정 신청서를

2019.08.19.(월)까지행정팀에 제출해야

함.

- 본교 타대학원 과목, 성균관대MOT, 서강대 MOT 과목은 합해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수강
이 가능
(18학번까지 : 졸업시까지 통산 12학점 이내, 19학번부터 : 졸업시까지 통산 9학점 이내)
-단, 성균관대 교류 학점은 마지막 학기는 수강 불가, 학기당 이수학점의 1/3이내 신청 가
능, 졸업 전까지 총 9학점 이수 가능.예를 들어, 9학점 이상을 수강할 경우에만 성균관대 1
과목(3학점) 신청 가능
- 성균관대MOT, 서강대 MOT 과목의 수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 본교 타대학원 과목
일반대학원 과목 중 수강인정/허용 과목 확인(지도교수)
일반적으로 기술경영 관련 교과목에 한해 인정
(예 : 구조해석, 반도체 공학 특론 등 전문기술분야 불인정)
타학과 설강 여부에 따라 인정과목은 매 학기 변동 가능함
신청방법 : 학과주임교수와 상담 -> 학과주임 및 교육위원회 인정여부 결정 -> 해당학기 설
강 여부 및 수강가능여부 확인
(학생 본인이 해당학과와 강의교수에게) -> 학생 수강요청(수강신청 전 타대학원
수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 수강신청(행정팀) -> 수강완료 -> 졸업학점으로 인정

※ 본교 타대학원 수강허용 대상과목(예시)
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

1학기
BUA8016 E-비즈니스전략

2학기

BUA8031 글로벌오퍼레이션경영

BUA8011 벤처창업과경영전략

BUA8032 서비스산업시스템분석

BUS6029 인적자원관리주요이슈

BUS7050 조직행동연구

BUS8003 다변량분석

BUS8055 조직행동세미나

BUS8053 조직행동론

BUS8004 조직관리론

BUS8056 조직이론세미나

BUS8054 고급인사관리론
ECO8015 미시경제학

ECO8014 계량경제이론

ECO8045 게임이론

ECO8009 산업정책론

ECO8073 응용거시경제학

ECO8016 거시경제학

ECO8074 응용계량경제학

ECO8072 응용미시경제학

ECO9037 게임과정보경제학
EOE9003 에너지기술정책

ECO9025 파생상품시장론

ECE9055 ICT융합특론

공대

CCE0051 정보통신특론

EOE9002 에너지경제특론

CCE0071 정보통신정책세미나

ECE6016 IT융합기술과정책

ITM0006 기업정보화정책론

AUE8052 자동차산업국제경영분석

INE9071 데이터마이닝

INE6016 모바일러닝

CCE0032 (비즈니스인포매틱스)
데이터마이닝

▶ 유의사항
1. 수강신청 및 정정은 해당기간에만 가능하며 정정기간 이후 정정(추가, 변경, 삭
제)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HY-in에서 반드시 수강 정정)
2. 수강신청은 전 과목 선착순입니다.
3. E-부트캠프2, 프로젝트프랙티컴4, 특수연구2, 기술경영컨설팅2 과목은 강의실 및
시간 비지정 과목이오니, 담당교수님과 시간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을 하고 삭제 없이 수강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F”로 처리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 또한 하지 않을시 해당 학기 평점
은 0.00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매학기 수강 신청 전에 학점 취득 상황을 고려하여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화면 -> 졸업사정조회 -> 졸업학점 클릭 후 확인 가능)
7. 선택필수과목 이수여부는 포털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수강신청 이후 수강인원에 의해 강의실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대학원 홈페이
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강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9. 희망수업에 저장한 내역은 수강신청된 것이 아닙니다. 따로 수강신청 하셔야 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