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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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납 일정
등록수납기간

구분

2021.02.22(월)~2021.02.26(금) /정규
2021.03.02(화)~2021.03.08(월) /추가

재(입)학생, 복학생

2021.03.11(목)~2021.03.17(수)

수업연한초과자

기타
학교홈페이지 한세포털 로그인 후 좌측 상단 학사
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등
록금고지서 란에서 금액 조회 후 출력
- 복학생 : 학적부서 복학승인 처리 후 고지 익일
반영, 이후 조회 가능
- 수업연한초과자 :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
2021.03.11(목) 부터 고지 조회 가능

등록금 납부 방법
구분
기업은행

학자금대출
현대카드

안내

납부가능시간

납부제한대상

은행 방문

09시~16시 까지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00시~17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접속
- 재단 상단 공지사항 참고 요망 /(콜센터 1599-2000)

09시~17시 까지

카드납부 대상자

현대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http://www.hyundaicard.com) 접속
- 세부 주소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요망

09시~17시 까지

신.편입생(입학학기에
한함), 분할납부신청자,
계약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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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은행의 방문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등록금 납부도 가능하나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생마다 각각 부여되는 가상계좌 이기 때문에 입금자명이 학생명의와 상이하더라도 이체 처리 가능
- 2021-1학기부터는 전액 장학금 수혜자 및 복학생 면제등록자(0원 고지자)들은 일괄 수납처리를 진행 할
예정이므로 학생 본인 추가 등록이 필요 없음
-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자금대출이 불
가함
- 학자금 대출 승인자의 경우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실행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요망
- 카드 납부는 결제 당일 납부 시간 내에 한하여는 승인 취소가 가능하나, 이후에 취소가 불가
- 2021-1학기 등록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필히,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금 납부 후 학
적사항관리 등록 탭 완납 변경 확인 후 휴학신청 진행 요망
◆

수업연한초과자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이란 수업연한(정규 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미취득, 학 위청구논문 미제출,
자격고사 및 졸업연주 불합격 등으로 졸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됨.
가. 학부
신청학점

등록금

Pass과목

해당학기 수업료의 5%

1 ~ 3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 ~ 6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7 ~ 9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10 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나. 대학원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 대학원별로 상이하기에 대학원교학팀에 신청 접수 후 추후 공지
대학원관 4층 교학팀 방문 및 031)450-5072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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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 확인
- 수납 익일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등록금 납입 확인서 탭에서 납부 확인 가능

 문의 안내
-

등록금 납부 : 재무팀 031) 450-5063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학 부) : 학생복지지원팀 031) 450-5065, 5390, 5092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대학원) : 대학원교학팀 031) 450-5208, 5125, 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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