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등록 시행 관련 Q&A
Q. 연구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2008년 전반기 이후 입학자 중 박사학위과정 수료생, ② 2008년 전반기 석박사통합과정에 합격하
여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③ 석·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이 BK21사업 등
교내·외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연구등록금은 얼마입니까?
A.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의 경우는 재학생 등록금의 10% 입니다.
Q. 연구등록금은 얼마동안 납부해야 합니까?
A.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이나 2007년 후반기까지 입학한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은 본인의사에 따라 연구등
록을 할 수 있고, 2008년 이후 입학한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은 수료후 첫학기를 포함하여, 학위청구
논문제출전 2회 이상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2007년 후반기까지 석·박사과정 입학생의 경우에도 연구등록을 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나
요?
A. 연구등록제 대상자는 입학기준으로 2008년 3월 박사학위과정 입학자 또는 2008년 2월 석박사통합과
정에 합격하여 박사학위과정 수료자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 학생이나 2007년 후반기까지 입학한 박
사학위과정 수료생은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위논문제출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Q.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이나 2007년 후반기까지 입학하여 2012년 2월에 수료가 되는 박사학위과정생이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이나 2007년 후반기까지 입학한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은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위논문 작성하거나 졸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Q. 2008학번 박사과정 신입생이 연구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데, 그럼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구등록을 해야 하나요?
A. 2008학번 박사과정 신입생이 재학 중 학위논문에 합격하여 졸업을 할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할 필요
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회 이상 연구등록
을 필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Q. 2008학번 박사과정 신입생이 수료후 1학기만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어떻게 해
야 합니까?
A.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재학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졸업할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수
료후 1학기만에 졸업을 할 경우에는 1차 연구등록만 하면 됩니다. 졸업자는 연구등록을 할 수 없습
니다.

Q. 박사학위과정 수료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2회이상 연구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연
구등록을 해야 합니까?
A. 1차 연구등록은 박사수료 후 첫 학기이고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까지입니다. 1차
연구등록금 미납시에는 2차 연구등록금 납부시 2차 연구등록금액 기준으로 미납된 1차 연구등록금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Q. 2006년 전반기에 입학하고 현재 수료상태인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현재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등록을 해야 하나요?
A. BK21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료
상태인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해야 재학생 신분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Q. 2006년 전반기에 입학하고 현재 수료상태인 박사과정 학생이 BK21 사업에 참여하다가 BK21 사업이
종료되어 그만두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이후에도 매학기 연구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2007년 후반기까지 입학자는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위논문제출 및 졸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BK21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위논문제출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Q. 2008년 전반기 입학생이 BK21사업 참여 때문에 2회 이상 연구등록을 하고 사업종료 후 학위청구논
문 제출시 추가로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박사수료후 첫학기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고, 추가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1회이
상 연구등록을 했으면 학위청구논문제출시 연구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연구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2012년 2월 박사수료 하신 분들은 1차 연구등록금을 일괄 고지할 예정입니다. 2012.2.20(월)~24(금)
사이에 학생종합포털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석사 또는 2007년 후반기까지 박사
과정입학자의 경우 연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님 확인을 받은 후 계열 대학원업무담당자에게
접수하고, 2012.2.20.(월)~24(금) 또는 3.7(수)~3.9(금) 사이에 학생종합포털에서 고지서를 출력하
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1) 등록금 납부: 등록금고지서의 개인별 등록금입금계좌로 송금
(타행이체,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등)
(2) 입금방법: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기타수납금고지서 실납부금액
① 필수 입금사항: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② 선택 입금사항: 기타수납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등록금입금계좌는 등록금수납을 위한 입금전용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12.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등록금 납부 확인 바로가기
( http://pib.wooribank.com/pib/sdt/university/wtsch051_01i.jsp ) ☜ 클릭
(1)‘학교명’: 중앙대학교 선택
(2)‘학번/수험번호’: 학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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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학계열(의학) 담당자 : 박원일선생 (5639, won2li@cau.c.kr), 106 의과대학 3층 교학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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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학계열(간호) 담당자 : 신혜원주임 (5968, hwshin@cau.c.kr), 103 의학대학 1층 교학지원3팀
 자연공학계열 담당자 : 신상영선생 (5055, syshin@cau.ac.kr), 208 제2공학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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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계열 담당자 : 장춘화계장 (5773, cnsghk@cau.ac.kr), 301 중앙문화예술관5층 대학원지원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