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합격자 안내

합격자 안내사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등록 및 학사에 관한 기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
다.
합격여부 확인 후‘등록예치금납입통지서’와‘합격통지서’를 모두 출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합격통지서는 추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력해 두시
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 안내
① 예치금 납부(장학금 수혜자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함)
- 납부 기간: 2019. 11. 8.(금) 09:00 ~ 11. 14.(목) 16:00 [휴일 납부 가능]
- 납부 금액: 50만원(추후 본등록 시 예치금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납부)
※ 등록예치금납입통지서 하단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은행 각 지점에 방
문납부 가능
※ 기 납부한 예치금을 환불받는 경우, 합격포기로 간주됨을 유의
※ 예치금 납부 시 임시학번이 생성(납부 후 1시간여 후 생성)되며, 기숙사 신청
및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GLS 메뉴 이용 가능
※ 예치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완료 확인 문자메세지(SMS)가 발송되며, 해당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경우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
※ 예치금 납부 후 임시학번 확인: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 킹고ID LOGIN →
성균인 가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선택해 가입) → 로그인 → GLS → 수업
영역 → 전자시간표 → 책가방 에서 확인
※ 예치금 납부 확인서 발급: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IT서비스 →
증명발급 → 학생증명발급 → 인터넷증명 바로가기 → (킹고ID) LOGIN → 증
명서 출력
※ 계약학과생은 예치금 납부전 반드시 소속 학과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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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등록금 납부(예치금 납부액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 전액)
- 고지서 출력 시작일: 2020. 1. 28.(화) 10:00 ~
※ 대학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입학전형 → 합격자 확인 페이지에서 출력
- 납부 기간: 2020. 1. 28.(화) 09:00 ~ 2. 10.(월) 16:00
※ 등록금 납부 후 임시학번 확인: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 킹고ID LOGIN →
성균인 가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선택해 가입) → 로그인 → GLS → 수
업영역 → 전자시간표 → 책가방 에서 확인
※ 등록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IT서
비스 → 증명발급 → 학생증명발급 → 인터넷증명 바로가기 → (킹고ID)
LOGIN → 증명서 출력

2.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① 일반대학원 합격자로서 본교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합격자는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금 납부 장소: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or 우리은행 지점 방문/직접 납부
(가상계좌는 고지서 하단에 14자리의 번호로 부여됨, 예금주: 합격자 본인)
※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합니다.
③ 등록기간 중 아래 시간대에만 납부 가능합니다.(휴일 역시 동일시간대 납부)
- 오전 9시 ~ 오후 4시(※가상계좌 역시 동일)
④ 등록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격 및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을 지참하여,‘등록금환불신청서(대학원팀 서식 비치)’를 2020. 2. 19.(수)
16:00까지 본교 대학원팀에 방문, 제출하여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2020.3.1.(일)) 이후 합격 및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본교
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일부 금액만 환불됩니
다.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등록금을 분할(2회)납부하길 원하는 경우 2020.1.13.(월) ~ 1.16(목)까지 성균관대학교 대
학원 입학안내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게시물 안내사항 (1.8. 게시 예정)을
참조해 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한 학생은 학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학자금 대출 신청한 학
생 역시 분할납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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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국가 주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2월 말 ~ 1월 초 성균관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됨)
- 학자금대출신청 기간이 본등록 기간 종료 이후로 설정(전국 대학 공통 설정)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능할 수 있음

3. 추가서류 제출 안내
① 2020년 2월 학위취득 예정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최종학기 성적이 포함된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 제출 기한: 2020. 2. 26.(수) 14:00까지
- 제출 장소: 소속(입학 예정) 학과 사무실
② 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입학 후에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등록금 반환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추가서류(원서 접수시 누락서류 등) 제출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입학자격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 후에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학사일정
① 교육과정, 수업시간,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
거나, 학사바로센터(1811-8585), 각 학과 사무실(4~5page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② 개강일 : 2020. 3. 2.(월) 예정

5. 학생증 신청
※ 개강 1주일 전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후 절차에 맞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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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과별 연락처
〇 인사캠 학과사무실 전화번호(학과명 가나다순)
학과명(가나다순)

전화번호

학과명(가나다순)

전화번호

경영학과

02-760-0959

소비자가족학과

02-760-0507

경제학과

02-760-0946

심리학과

02-760-0485

과학수사학과

02-740-1962

아동 · 청소년학과

02-760-0525

교과교육학과

02-760-0556

연기예술학과

02-760-0681

교육학과

02-760-0535

영상학과

02-760-0661

국어국문학과

02-760-0231

영어영문학과

02-760-0246

독어독문학과

02-760-0291

예술학협동과정

02-760-1429

동아시아학과

02-760-0784, 0777

유학과

02-760-1410

의상학과

02-760-0515

인재개발학과

02-760-0485

동양철학과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02-760-1410
031-290-5703, 5

디자인학과

02-760-0651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러시아어문학과

02-760-0641

인공지능융합학과

02-740-1781

무역학과

02-760-0941

정치외교학과

02-760-0379

무용학과

02-760-0604

중어중문학과

02-760-0281

문헌정보학과

02-760-0325

철학과

02-760-03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2-760-0391

퀸트응용경제학과

02-760-0946

미술학과

02-760-0575

통계학과

02-760-0461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02-760-0924

프랑스어문학과

02-760-0271

보험계리학협동과정

02-760-0948

한국어교육학과

02-760-0230

비교문화협동과정

02-760-1093

한국철학과

02-760-1410

사학과

02-760-0301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사회복지학과

02-760-0631

사회학과

02-760-0405

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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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40-1855/1882

02-760-0784, 0777

02-760-0334

〇 자과캠 학과사무실 전화번호(학과명 가나다순)
학과명(가나다순)

전화번호

학과명(가나다순)

전화번호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031-290-7840

수학과

031-290-7020

건축학과

031-290-755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031-299-4260

고분자공학과

031-290-7310

스포츠과학과

031-299-6920

과학수사학과

031-290-5676

스포츠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031-299-6930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031-299-4340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031-290-5882

약학과

031-290-5874

에너지과학과

031-299-4272

나노과학기술학과

031-299-4115, 3

031-290-7370,7390

디지털헬스학과

02-2148-7797

에너지시스템공학협동과정

031-290-5818

메카트로닉스공학협동과정

031-290-5882

융합생명공학과

031-290-7860

물리 · 화학융합협동과정

031-290-5262

융합의과학과

02-2148-7797

물리학과

031-290-7040

의료기기산업학과

02-2148-7799

미래도시융합공학과

031-299-4779

의학과(의생명과학계열)

031-299-6021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031-290-7820

의학과(임상의학계열)

02-2148-9917

바이오코스메틱스협동과정

031-299-4130

인공지능학과

031-290-5828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031-299-4901

임상사회약학과

031-290-7740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031-299-4145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02-2148-7799

산업공학과

031-290-7590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031-290-5818,5868

식품생명공학과

031-290-7810

제약산업학과

031-290-7740

생명과학과

031-290-7000

조경학과

031-290-7840

생명물리학과

031-299-4790

태양광시스템공학협동과정

031-290-5818

서비스융합디자인협동과정

031-299-6877

화학공학과

031-290-7310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G-ICT 판교)

031-290-5825
031-5171-5507

화학과

031-29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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