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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키워드
주당 6개 키워드 선정 나열

2021
1월 1주차 : 성동한양상생학사, ERICA통학로, 75인의영스타, 기숙대학, 약초원, 혜택
1월 3주차 : 임팩트베이스캠프, 공동연구/2020, 시문학축제, 하우프렌즈, 복지시설, 청강
1월 4주차 : 디지털헬스케어센터, HYU-유니콘클럽, 한양in라이프, 한양을보라, 공감한대, 하이웹
2월 1주차 : 하이에리카, IC-PBL경진대회, 스마트시티공학과, MAKE사업단, 긱에듀케이션, APYE
2월 2주차 : 성과공유캠페인, 기능성식품학과, ERICA학술상, 징검다리, 기술고시, 학위복
2월 3주차 : 학위수여식, 사랑한대홍보대사, 한양학술타운, HY-Data FACE, 백색소음, 홀인원
2월 4주차 : HEADStart, 지속가능한도시와소셜리빙랩, HYU학술상, 입학식

2020
4월 1주차 : G Suite, 최상위논문연구자, ERICA40년사, 온라인강의, 토스카, 흡연구역
4월 2주차 : 페이스페이, 연구성과, MOU, 국회의원, 인공지능대학원, 한양 교지
4월 3주차 : 색상, 대학원 박람회, 프라이드북2020, 반값중개비, 세계대학영향력, 배리어 프리
4월 4주차 : 여자경, 산업계관점, 더폰트, 한양용어사전, 재적생현황/2020-1, 77한양스토리
5월 1주차 : 규정개정20200429, 대운동장, ERICA융합원, 건물, 입시일정2021, 개원의
5월 2주차 : 백남석학상, 입학2022, 하냥이, 하이리온2, 81주년, 박물관
5월 3주차 : 수시2021, 학제, 이달의연구자, 융합전공, 축제, 한양대
5월 4주차 : 폐타이어활용수소생산, 조직명, 한대신문1512호, 건물/영문명, 다국어소개, 제1공학관
6월 1주차 : 과학기술인상, 동문회관확진, IRB, THE아시아대학평가, 예상욱, 한올
6월 2주차 : 맥신섬유화, 하이리온굿즈, 기술고시, 융합전공, S-한양핵심역량, 한눈ERICA2020
6월 3주차 : QS세계대학평가, 모바일전자명부, 한국어문화원, 유사학과, 엔젤루스, 안심스티커
6월 4주차 : 덕분에챌린지,미국특허등록,동행한대, 건물상세정보, 중앙동아리, 한양교지111
7월 1주차 : 강유전체소재개발, 백남학술정보관, 한양학개론, 정보공시202006, 이럴땐어떻게
7월 2주차 : 사랑한대매거진254, 백남의 교수저서, 캠퍼스가이드북, 이공계대학평가, 대학힙합수도전
7월 3주차 : SSIC, 스마트폰꺼짐방지앱, 슬기로운한양생활, 웹시어터, 독서골든벨, 에듀롬
7월 4주차 : 코로나19/ERICA, 전공안내서2020, 사업선정, 소통창구, 인재배출, 교내식당
8월 1주차 : 세계한양인의만남, 플라스틱프리, 나이팅게일, 가이드북, 세종도서, ETHOS
8월 2주차 : 스마트출결시스템, 기록해줘캠페인, 247스타트업돔, 건강한연구실, BK21 4단계, 학생수상
8월 3주차 : 음악치료과학과, 비대위2020, 출력센터, 증명발급, 응원한대, 렛미플
8월 4주차 : 학위수여2019ERICA, 학위수여2019서울, 분풀이, 장학금, 휴아봇, 재입학
9월 1주차 : 재택근무, QR-PASS, 매치업, ARWU, RACE, VPN
9월 2주차 : 한양뮤지엄아카데미, 음악자료실, 소통위원회, 학생모임, 한양리그, 연구실
9월 3주차 : 나는두개의조국을가졌다, 단계별거리두기, 데이터센터, Back-wall, 서포터즈, 샤르만트
9월 4주차 : 로스쿨준비반, 하이리온벤치, 한양의 인물, 합격한대, 디독스, 하이웹
9월 5주차 : 유방암전이유전자, 하브루타디베이트, 도서관아카데미, 미래교육관, 체험기, HCSI
10월 1주차 : 효령대군일대기, 사랑한대255, 입학경쟁률, Hult-Prize, 감정지도, 85동기회

10월 2주차 : 의사소통상담클리닉, 언택트레이스한양, DVD룸, APYE, 줌, 행짜
10월 3주차 : 기부자네이밍, 한양공대인상, 가명처리, 윈젤스, 행가래, 체험기
10월 4주차 : 건강과사회연구소, 창업아이디어톤, KAINA파견봉사, 성적/용어, SCSC, HESA
11월 1주차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분:화학공학과, 분:정책학과, 분:연구실, 사회공헌단, B;eat
11월 2주차 : WE-HY 런치간담회, 86동기회, 공학교육인증, 창업기숙사, 시설물보수, 기부
11월 3주차 : 세계상위1%연구자, 한양제일리뷰대회, 대학원학사일정, 교원/언론활동, 키다리은행, LMS
11월 4주차 : 유연슈퍼커패시터, 하냥이벤치, 미디어보드, U&I DAY, 한가지함, 한양챗봇
12월 1주차 : 주목받는한양인, 국립외교원반, WitH-Library, 한양in라이프, 무인대출기, 종합상황실
12월 2주차 : 반도체3차원직접공정, 마음계절학기, 취창업평가, 루미나리에, 으뜸철강, 단대선거
12월 3주차 : 장애인이동패턴, 체온전기생산, 캠퍼스타운, 성동03-2, 궁금하냥, NCSI
12월 4주차 : 해동창업경진대회, 한국공학한림원, 수업질개선센터, 순찰전기차, 총동문회, 신읽교

후보
학사학위취득유예 글로벌라이언즈 요람2019-2020 성적평가 캠퍼스투어 주차 규정개정20200630 라이덴랭킹 직
원/증명발급 EZ SPC software 해외대학 글로벌기업가센터 창의인재원 총학생회 하이에리카 행정팀 삼성미래기
술육성사업 라이언컵 경진대회 해킹메일 한양국악제 음악대학 정기연주회 창의인재원 지능융합학과 수시상담카페
한양미래전략포럼 교수연주회 한양도시학술제 HY3D 소프트파워인문학연구소 공자아카데미 북페스티발 ERICA
학술상 창업동아리 청년드림대학 교보한양방향제 이동금연클리닉 한양보건센터 한양사회봉사 올레캠프 사회혁신
융합전공 의사소통상담클리닉 임팩트베이스캠프 ALL CARE+ 영어기초학력평가 인공지능협동로봇사업단 창업대
체학점인정제 KAINA파견봉사 동행한대18호 준비하는대학만살아남는다 자동차-SW융합전공 행당캠퍼스 비바
HYAE 단과대학선거 한양ASMR 코로나장학금 유니뷰 한양가요제 기념품 미래자동차공학과 공동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