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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등록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원
【공시시기】: 2022년 4월
【공시내용】: 학과별․학기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22년)

(단위 : 명, 원)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계열 구분 학과특성 과정 학기구분 입학정원 입학금(A) 수업료(B) 등록금(D=B) 비고

1학기
2학기

해당없음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학과 평균
인문·사회계열 평균
자연과학계열 평균

공학계열 평균
예·체능계열 평균
의학계열 평균

학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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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입학정원】 : 대학원이 정하는 정원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홀수 학기에 연간정원을 입력)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단, 총정원 내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총정원제로 운영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전년도 학과별 재학생 수(4. 1., 10. 1. 평균) 비율로 안분하여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을 산출하여 입력(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반올림 결과 전체 입학정원과의 차이에 한하여 학교 재량에 따름)
- 신설학과의 경우 총정원(정원내)을 신설 학과를 포함한 총 학과 수로 나눈 값을 신설학과에 우선 배정한 후, 잔여 입학정원은 나머지 학과에 전년도 재학생 수 비율로 배정
- 폐과가 존재하는 경우 입학정원 산정 시 폐지된 학과의 재학생은 제외 후 배정 비율 산정
- 1학기(2022 입학정원), 3학기(2021 입학정원), 5학기(2020 입학정원)에 각각 산출한 입학정원을 입력
- 이때 4학기 과정은 입학정원을 1, 3학기에만 입력하고 5학기 과정은 1, 3, 5학기에 입력하며 6학기 이상의 과정의 경우에도 1, 3, 5학기까지에만 입력

예시
계열별 모집정원이 200명이고, A, B, C학과가 있는 대학원의 전년도 학과별 평균 재학생 수가 A학과 10명, B학과 60명, C학과 30명인 경우에 금년도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은?
 - 1단계 : A학과 10명, B학과 60명, C학과 30명 구성비율에 따라 A학과 10%, B학과 60%, C학과 30%로 안분비율 산정
 - 2단계 : A학과는 모집정원 200명의 10%, B학과는 200명의 60%, C학과는 200명의 30%로 금년도 예상입학정원 산출

※ 총정원제 대학원의 입력 상세 내용(기존/신설/폐지 학과에 따른 입력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통계조사 지침 참조
【입학금】 : 학과별 2022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 학과별 2022년 책정된 학기별 학생 1인당 수업료
       - 수업료, 등록금은 1~6학기에 각 학기별 금액을 학과 편제에 맞춰 입력

※ 수업료는 해당 학과의 편제에 맞추어 입력하고, 홀수·짝수(1·2학기, 3·4학기) 학기의 수업료가 다른 경우, 수업료의 평균을 홀수·짝수학기에 각각 입력
【등록금】 : 학과별 2022년 책정된 학기별 학생 1인당 등록금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입학금, 수업료가 책정된 경우 입학금, 수업료 입력
【학과 평균】 : [전체학기(학기별 등록금 ×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전체학기 입학정원의 합]
【계열 평균】 : [해당계열 전체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해당계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학교 평균】 : [전체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비고】: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점당 등록금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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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등록금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대학 부설 대학원의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학부의 <8-차-1> 장표에 통합되어 공시됨(학부 지침 참고)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구분 총 신청 학점(A) 총 수강료 수입(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2021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2021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