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재학생/복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 수업시간표 업로드(2017. 07. 25.)

1. 수강신청
* 유의사항 필독 후 지정 기간에 포탈사이트 통하여 신청.
* 연구논문(1~3)은 배정받은 지도교수과목을 신청.
지도교수와 스케줄을 맞춰 지도가 진행되므로 별도 시간 및 강의실 지정되지 않음.
(공학경영수업 배정교수와 별도로 '논문계획서' 및 '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통해 배정)
* 각 과목 '강의 계획서' 필독 후 신청 바람.

가. 대상 : 석사과정 재학생(2,3,4학기), 복학생
나. 수강신청 기간 : 2017. 08. 08.(화) 10:00 ~ 08. 14.(월) 23:59
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업 시간은 첨부된 개설과목표(PDF)의 시간을 참고하십시오.
(전상 상에는 10교시 등으로 표시 될 수 있음.)
- 강의실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학기중에도 변동 될수 있으므로 추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전공 개설과목은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 공통과목 중 경영대학원 개설 과목은 3학점 과목이니, 수강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과목 중 공학경영은 2014년 1학기 이후 신입생은 첫 학기에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 2학기 차 이내에 반드시 수강하며,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2학기 차 수강신청 불허합니다.
* 2013년 2학기 이전 입학생에게는 선택과목입니다.
- 수강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할 시에는 정정기간인 09. 06.(수) ~ 09. 08.(금)에 하셔야 합니다.
- 각 과목별 수업계획서는 담당교수님이 작성 완료하시면 즉시 공개되고 있습니다.
- 8학점 이상 추가학점신청시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첨부한 파일 작성 후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허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과목
1) 공학경영
-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 일정 중 약 2회 출석 수업이 포함되어 있고, 1회 이상 필참하여야합니다.
출석 수업 불참시 F학점 처리 됩니다.
- 사이버 강의 출석 역시 타 수업과 같이 4회 초과 결석시 F학점 처리이며, 지각 2회시 결석 1회로 여겨집니다.
2) GTEP해외연수

- GTEP 해외연수 과목 특성상 수강 신청 가능 인원은 총 30명 입니다.
- 지식재산공학과 전공과목인 'IP기반 창업실습과 해외연수'와 별도의 공통과목입니다.
- 월 1회 이상 수요일 1교시(19:00 ~ 20:30)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타 수강과목과 겹치지 않도록
신청 바랍니다.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과의 경우 강의별 수강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생명공학과
- '나노재료과학(김상욱교수)' 과목은 기존 개설되었던 '나노재료화학'과 동일과목이므로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시스템공학과
- '비즈니스 시스템전략(김재훈교수)' 과목은 기존 개설되었던 'e-비즈니스 시스템전략'과 동일과목이므로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학과
- '신재생에너지공학(김형택교수)' 과목은 기존 개설되었던 '신재생에너지공학특론'과 동일과목이므로
중복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신청 방법
- AIMS2 로그인(http://portal.ajou.ac.kr) → 상단 '학사(대학원)' 클릭 → 하위메뉴 '교과수업' 클릭
→ 왼쪽 '수강신청' 클릭 → 학과/전공 선택 후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의 신청 버튼 클릭
→ 하단 '수강신청목록' 확인
마. 기타
- 16주 수업이므로 수업의 4분의 3 초과(4회 초과) 결석시 F학점 부여

2. 등록안내
가. 등록금 납부기간 : 2017. 08. 25.(금) ~ 08. 31.(목) 은행업무시간 내
나. 학비감면신청서는

07.31.(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등록 일정은 추후 한번 더 공지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