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대학 수강신청 유의사항

1. 타학과 과목신청 제한

경영대 학생(이중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이 아닌 학생들의 경
우 수강신청 기간에는 수강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타학과생은 전체정정 기간
에 남은 좌석에 한해 학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수강신청 과목 포기 제도 폐지

2014-1학기부터는 수강신청 과목포기 제도가 폐지되어 정정기간 종료 후에는 
수강 신청한 과목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수강정정기간 중 본인이 직접 삭제하
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 최소학점 변경

2014-1학기부터는 매학기 1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허용됩니다.

(직전학기 F없이 17학점이상 학점 취득하시고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경우 또
는 전체 F없이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경우에는 3학점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
함.)

4. 수강인원 제한

경영대 과목의 경우, 강의실 규모와 과목 특성상 부득이하게 수강인원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5. 유사과목 유의

교과과정개편으로 인한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 변경에 유의하여 수강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포탈→강의→개설과목조회→학부 유사과목



- BUSS161 '경영학의이해' 및 BUSS163 '경영학입문' 교과목 폐지로 인해 재
수강이 필요한 경우, 유사과목인 BUSS164 '경영과사회'로 수강하시기 바랍니
다.

- BUSS412 'IT혁신관리:이슈와트렌드' 교과목 폐지로 인해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유사과목인 BUSS410 '기술혁신관리:성공적entrepreneurship의기초'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BUSS391 ‘마케팅엔지니어링’ 교과목 폐지로 인해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유
사과목인 BUSS395 ‘마케팅애널리틱스’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6. 선수과목 선이수

전공선택별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전 학기에 학점을 이수한 경우
에만 수강이 가능하며 선수과목과 동시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예) BUSS213 중급회계Ⅰ의 수강을 위해서는 BUSS152 회계학원리의 선수강 
필수

- 확인방법 : 포탈→강의→개설과목조회→학부 선수과목

- 세종캠퍼스에서 선수강 과목을 수강한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되오니 소속학
과 행정실로 사전문의 바랍니다.

7. ECON171(구 ECON120) 경제원론Ⅰ, ECON172(구 ECON203) 경제원론Ⅱ

경영대 분반으로 수강신청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과목은 전공선택 및 
영강이수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영대 분반이 아닌 경제학과에서 개설되는 분반에서 수강하셔도 동일한 학수
번호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8. 경영학과↔경제학과 이중전공 시 이수과목 변경 안내 (16학번부터 해당)



16학번부터 경영학과↔경제학과를 이중전공 시 경제원론 I, II에 해당하는 6학
점을 이중전공하는 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대체 이수해야 함을 알려 드립
니다.

9. 신입생 필수과목 자동배정 미시행

경영대학 신입생 교양 과목 자동배정은 2018-2학기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
다. 필수과목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분반으로 자율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10.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 가능과목 :

- 단, 경영대학 졸업요구학점 중 영어강의 갯수에 인정되는 과목은 BUSS로 
시작하는 학수번호에 한합니다.

　

개설학과 인정 가능 과목 추가 인정 
과목(교과개편/유사지정)

법학전문대학원

JURA204 회사법
JURA158 기업법Ⅰ
JURA247 기업의설립,운영과법

JURA251 행정법
　

JURA305 행정법총론
JURA306 행정법각론

JURA301 상법
　
　

JURA159 기업법Ⅱ
JURA207 상법총직.상행위법
JURA303 어음.수표법

　 JURA332 행정구제법
정경대학 PAPP151 행정학원론 PAPP150 행정학원론

경제학과

ECON333 재정학

　
ECON334 조세론
ECON201 미시경제이론
ECON202 거시경제이론 
ECON335 국제금융론

국제어학원
IFLS309 비즈니스영어 IFLS161 기업영어
IFLS162 기업영어실습

공과대학 EGRN320 
경영자를위한테크놀로지이해

EGRN322 
창업과경영을위한공학기술경향



11.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교수님이나 학
과행정실에서 개별적인 수강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