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기 신입학 모집요강
01. 모집과정 및 학위
1. 모집과정(인원) : 석사학위과정(00명) / 박사학위과정(00명)
2. 취득학위 : 기술경영학석사, 기술경영학박사

02. 한양 MOT 특장점
▷
▷
▷
▷

2020 산업부 융합기술사업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선정(2025년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클래스를 위한 인프라 확보(전용 PC +30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디지털 변혁 시대에 대응하는 선진 커리큘럼 확보
PBL(Project-Based Learning), 온라인/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부트캠프(Bootcamp) 등
혁신적 교육 방법 도입
▷ 전임교수 국내 최다 수준(전임 9명 + 교내 겸직 7명 + 외부 겸·초빙 교원 15명) 확보
▷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온라인 강좌, 야간, 주말, Block 코스 등)
▷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및 해당 지역 근무자를 위한 원격 캠퍼스 운영 예정

03. 한양 MOT 입학생 특전
▷
▷
▷
▷

장학금 수혜 인원 비율 94.7%, 평균 수혜액 379.8만원(2020-1학기 기준)
HY-MOT DIAMOND 펠로우쉽(DEAN’s List 전액장학) 운영
재학생 재직 기업에 기술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영국, 독일, 프랑스 등)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 독일 프라운호퍼 혁신연구소
- ASB-MIT Sloan, 독일 드레스덴 공대, 베를린 공대
- 프랑스 낭트대학
▷ 프랑스 낭트대학 경제경영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제공

04. 지원자격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202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2021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우대

05. 전형방법
1.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단, 박사학위과정 지원자(희망 지도교수 기입 필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진행
2. 선발기준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 기준으로 정원 내 선발
3. 전형료 : 인터넷 접수 후 결제 70,000원(전형료 환불 불가, 수수료 별도)

06. 전형일정
1. 입학설명회
가. 온라인 녹화 영상
- Youtube(MOT LION 채널) 시청가능 URL은 MOT 홈페이지(http://mot.hanyang.ac.kr) 참고
나. 온디멘드 MOT 투어 프로그램 진행
- 기간 : 2020년 10월 26일(월) ~ 2020년 11월 13일(금) 평일 19:00 ~ 20:30 진행(On-Demand)
- 전화신청 접수 : 2020년 10월 15일(목) ~ 2020년 11월 6일(금)
(02-2220-2251 평일 09:00 ~ 17:00 토·일 제외)
- 온라인신청 접수 : 2020년 10월 15일(목) ~ 2020년 11월 6일(금) Google 설문
(접속 링크는 MOT 홈페이지 : http://mot.hanyang.ac.kr) 참고
2. 원서접수
가. 인터넷 원서접수 : 2020년 10월 26일(월) 10:00 ~ 2020년 11월 13일(금) 23:59
나. 인터넷 원서접수처 :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다. 지원자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17:00까지 제출(11월 16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우)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융합교육관 709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3. 면접전형
가.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오전(박사), 오후(석사) 예정
나. 장소 : 한양대학교 융합교육관 608호
4. 합격자 발표 : 2020년 12월 18일(금)(예정)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5. 예치등록금 납부기간 : 2021년 1월 6일(수) ~ 2021년 1월 8일(금)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 2021년 2월 3일(수) ~ 2021년 2월 5일(금)

07.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학업계획서 : http://www.uwayapply.com에서 인터넷 원서 접수, 출력 후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반명함판(3cm x 4cm)jpg 파일 업로드
2.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원본 1부
- 편입학의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표 제출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2020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입학 후 2주 이내에 최종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 취소됨)
- 외국대학 졸업자의 성적 및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공증기관의 국문공증으로 제출해야 함
3. 지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
4. 지원서 상에 기재한 자격증사본, 기타 활동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입학추천서(선택사항, 자유양식)

08. 유의사항
1.
2.
3.
4.
5.
6.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수험표는 면접당일 반드시 지참할 것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함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휴학 불가
2021년 신입생 결원보충(석사·박사) 선발은 결원인원 [결원인원 확정일 2021년 1월 8일(금) 예정]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 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09. 문의처
홈페이지
이 메 일
전
화
주
소

:
:
:
:

http://mot.hanyang.ac.kr
hymot@hanyang.ac.kr
02) 2220-225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융합교육관 709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