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학기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신청 기간]
▶ 2016. 12. 26(월) ~ 2017. 2. 17(금)까지 
 
[분할납부 불가대상]
▶ 2017-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만 불가)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대학원 계약학과 학생 및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등록금의 12/100납부자)

▶ 2016-2학기 분납 미납 취소자
▶ 2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1/2이상 장학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자
 
[신청 및 변경절차]
▶ 학사포탈(portal.yonsei.ac.kr) → 로그인 → 학사관리(등록금 납부) → 등록 → 분납신청/취소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매회 납부 마감일 마감 시한은 17:00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함

▶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이전이라도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함

▶ 외화송금의 경우 등록기간 2~3일 이전에 송금하되 수수료 및 환율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5~10%정도 금액을 추가 송금하는 것이 안전함 (차액은 추후 반환 됨)

▶ 1차 납부 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추가등록 기간(2017. 3. 13. ~ 15.)에 전액납부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해당

학기 이수 불가 (다음 차수 이월 불가)

▶ 미납 발생 시 2017-2학기 분납 신청이 제한됨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화면 상단에 신청일자 및 시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니 확인요망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만 가능하며 조건 미달 시 분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됨

▶ 학기초과자,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 분할납부 금액은 전공별 수업료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본인의 납부 금액 기준이 아님)

- 감면액 및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
예) 등록금 6,460,000원, 분할납부 2회 신청 후 1/3장학금 적용 시,

- 분할납부 발행: 1회-3,876,000, 2회-2,584,000원 2회 분납 
- 장학금 적용: 2회차 금액에서 2,153,300원이 차감되어 2회차에 430,700원만 납부
- 장학금 적용 후 남은 금액을 2회 분할하는 것이 아님
 

분납 횟수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2회 신청 
1차

2017. 2. 21. ~ 2. 27. 

17:00

전공별 수업료의 60%+

자율경비 우리은행 가상 계좌입금
(신용카드 납부 불가)

2차
2017. 4. 14. ~ 4. 17. 

17:00
전공별 수업료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