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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

규정 제15호.

제정 1992.10.29.

개정 2011.02.17, 2013.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3조에 의한  등록금(입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등록금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조의 기준에 따

라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적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조(반환기준) ①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한다.

3. 해당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

액을 반환한다.

4. 해당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

액을 반환한다.

5. 해당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학기 개시일은 매 학기 개학 첫째 날(개강일)로 본다.

제4조(지급방법) 전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학부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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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 또는 개정) ①제2조의4호.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02.17)

②제3조의1~4호.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등록

금 전액(입학금포함)을 반환한다. (개정 2011.02.17)

2. 해당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02.17)

3. 해당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02.17)

4. 해당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02.17)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