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 책정결과 : 입학금 폐지, 수업료 전년 수준으로 동결

◦ 등록금 책정표

                                             (기준 : 학기제-1학기당/학점제-1학점당, 단위 : 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단과대학             학과명  계열구분  주야구분   학기제   학점제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기계·자동차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안전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신소재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신소재공학과    공학    야간       0         　     138,650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    야간       0         　     138,650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공학    주간       0   2,815,710    (140,930)

   정보

   통신 

   대학

        전기정보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전자IT미디어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컴퓨터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에너지

  바이오

   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환경정책전공)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식품공학과  자연과학    주간       0   2,770,210    (138,650)

          정밀화학과  자연과학    주간       0   2,770,210    (138,650)

          안경광학과  자연과학    주간       0   2,770,210    (138,650)

         스포츠과학과   예체능    주간       0   2,770,210    (138,650)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예체능    주간       0   2,815,710    (140,930)

           도예학과   예체능    주간       0   2,815,710    (140,930)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예체능    주간       0   2,815,710    (140,930)

         조형예술학과   예체능    주간       0   2,815,710    (140,930)

                                             (기준 : 학기제-1학기당/학점제-1학점당, 단위 : 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단과대학             학과명  계열구분  주야구분   학기제   학점제

 인문사회

   대학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인문사회    주간       0   2,362,940    (118,270)

    행정학과(환경행정전공)  인문사회    야간       0         　     118,270

         영어영문학과  인문사회    주간       0   2,362,940    (118,270)

         영어영문학과  인문사회    야간       0         　     118,270

         문예창작학과  인문사회    주간       0   2,362,940    (118,270)

 기술경영

 융합대학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MSDE전공)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ITM전공)
   공학    주간       0   2,770,210    (138,650)

     경영학과(경영학전공)  인문사회    주간       0   2,362,940    (118,270)

     경영학과(경영학전공)  인문사회    야간       0         　     118,270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인문사회    주간       0   2,362,940    (118,270)

 미래융합

   대학

        융합기계공학과    공학    주간       0         　     138,600

      건설환경융합공학과    공학    주간       0         　     138,600

         헬스케어학과  자연과학    주간       0         　     138,600

         문화예술학과   예체능    주간       0         　     138,600

         영미문화학과  인문사회    주간       0         　     138,600

         벤처경영학과  인문사회    주간       0         　     138,600

 ○ 특이사항

   1) 2012학년 입학한 일반대생 중 학기제(주간) 학생은 7학기까지는 학기제, 8학기부터는 학점제 적용.

     (건축학전공은 10학기부터 학점제 적용)

     ※ 근거 : 등록금심의위원회, 「2012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2) 특례 편입생(산업대학 제적생) 주간 학생은 7학기까지는 학기제, 8학기부터는 학점제 적용.

     (건축학전공은 10학기부터 학점제 적용)

     ※ 근거 : 등록금심의위원회, 「2017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윈회 회의결과」

   3) 8학기부터의 학점제는 괄호( ) 표시된 금액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