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 국민은행 전국지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kbcard.com)에
접속하여 결제 하거나, 전용콜센터(1599-0336) 를 통한 전화결제
m 농협카드 : 농협 전국지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에
m

2018-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최종등록기간 안내

접속하여 결제

1. 최종등록기간 : 2018. 3. 26.(월) ~ 3. 28.(수)

※ 납부시간 : 9:00 ∼ 17:00 (납부시간 외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

현대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hyundaicard.com)에 접속하여 결제
※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납부는 카드사 문의

2. 대상자
2018-1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였으나, 미등록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최종등록기간 내 미등록자 학적 처리

「한경대학교 학칙

m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제적처리함

4. 등록금고지서 출력(확인) 방법

6. 등록금 납부 확인
가. 납부일 저녁 7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나.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http://is.hknu.ac.kr) 접속 후
다음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

⇒

등록관리

⇐

왼쪽 중앙에
위치한
‘수납정보’
클릭

⇒

재학생
대상자관리
⇓

한경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http://is.hknu.ac.kr) 등록관리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 고지서는 개별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개인별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를

학부

출력 오류 시
문의전화
☎031-670-5474

⇐

영수증 및
교육비납입
증명서
출력 가능

⇐

등록금납부
고지서 발급

5. 납부방법
가. 고지서 납부 :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지점 중 한곳을

7. 문의전화
가. 등록금 납부 및 환불 관련 문의 :

방문하여 은행창구 납부
나. 가상계좌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이체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학생별 가상

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는 매 등록기간별로 학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계좌이므로
다른 사람명의로 입금하여도 해당 학생에게 등록처리됨

나. 장학금 관련 문의

☎ 대 학 : 031-670-5053 ~ 5054(학생지원팀)
☎ 대학원 : 031-670-5442 ~ 5443(대학원통합행정실)
※ 학자금 대출 및 기등록 처리 문의 : ☎ 031-670-5057

다. 신용카드 납부(삼성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에 접속하여 결제
하거나, 전용 콜센터(1688-9702)를 통한 전화결제
m 우리카드 : 우리은행 전국지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결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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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70-5474(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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