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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강에 안내된 전형운영 및 평가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전형일정

1. 전형일정 (하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국표준시 기준입니다.)                 

구분 일정

온라인 입학지원 2022. 3. 3.(목) 13:00 ~ 4. 14.(목) 17:00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2022. 3. 3.(목) 13:00 ~ 4. 14.(목) 17:00

합격자 및 장학생 발표(예정) 2022. 6. 17.(금) 이전

등록금 납부 2022. 7~8월 중
•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합격자 발표 후, 개인 이메일로 안내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 입학절차

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http://isa.ewha.ac.kr/oisa/1442/subview.do

→ ➁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 → ➂ 서류평가
(필요시 면접 실시)

↓

➅ 등록금 납부 ← ⑤ 등록예정확인서 제출 ← ➃ 합격자 및 장학생 발표

↓

➆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에 한하여 발급함

→ ➇ 비자 신청 및 입국 → 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및 개강

※ 인터넷 접수완료 후,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함
  • 직접제출(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화여자대학교 ECC B329호 국제학생팀
    - 제출 가능 시간: 평일 9:00~12:00, 13:00~17:00
  • 등기우송
    -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낼 곳: (우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ECC B329호 국제학생팀
    - 전화번호: +82-2-327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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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본 전형은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학부 신입학 / 편입학

※ 모집단위(또는 학과/전공)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해야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전공’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부/학과’로 지원합니다.

※ 본교의 학부과정 중, 국제학부(국제학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의 모든 전공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국제학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은 전공에 따라 영어강의 비율이 다르며,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편입생의 경우 졸업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학부/학과 전공 대학 학부/학과 전공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음악대학

건반악기과
중어중문학과 관현악과
불어불문학과 성악과
독어독문학과 작곡과
사학과 한국음악과
철학과 무용과
기독교학과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동양화전공
영어영문학부 서양화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소전공
행정학과 도자예술전공
경제학과 디자인학부
문헌정보학과 섬유‧패션학부 섬유예술전공
사회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심리학과

신산업
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소비자학과 의류산업학과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국제사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통계학과 융합보건학과
물리학과

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화학생명분자과학부 화학·나노과학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생명과학전공

엘텍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차세대기술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편입: 식품공학전공)
화공신소재공학전공
(편입: 화학신소재공학전공)

미래사회공학부

건축학전공(5년과정)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 2022학년도 편입학의 편제 및 교과과정은 2020학년도 신입학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엘텍공과대학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공학교육인증을 받았으며, 건축학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전공 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원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 내규에 따릅니다(인증평가 결과 및 전공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대학 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간호학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경영대학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경영학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가 부여하는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의 인증을 3회 연속 받아 2025년까지 인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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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본 전형에서는 일반대학원만 모집합니다. 전문 및 특수대학원 모집은 각 대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학과(세부전공 포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대학원 지원자는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 본교 일반대학원 과정 중 아시아여성학 협동과정의 모든 전공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아시아여성학 협동과정을 제외한 

모든 전공은 전공에 따라 영어강의 비율이 다르며, 대부분의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열 학과(학부)
전  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인
문
사
회
계
열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 문학, 어학

영어영문학과 문학, 어학 문학, 어학

불어불문학과 문학, 어학 문학, 어학

독어독문학과** 문학, 어학 문학, 어학

기독교학과 기독교학, 목회상담심리학 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기독교교육, 
선교신학, 목회상담심리학, 교회사, 예배학

철학과 서양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동양철학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미술사학과** 미술사및미술관학 한국미술사, 중국미술사, 르네쌍스미술사, 현대미술사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행정학과 행정학 공공관리, 공공정책

경제학과 경제학 산업조직, 노동경제, 소비자경제, 재정학, 화폐금융, 
국제무역, 국제금융,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사회학과 사회학 사회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심리학과 심리학 발달및발달임상심리, 상담심리학, 인지심리학, 
소비자및광고심리학, 심리측정

소비자학과 소비자학 소비자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언론정보, 전략커뮤니케이션, 영상/문화커뮤니케이션

여성학과 여성학 가족, 노동, 성, 이론, 정책

아동학과 아동학 아동학

북한학과 북한학 북한정치, 북한경제, 북한사회·문화, 통일·평화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측정및평가, 평생교육, 교육상담·심리,
교육빅데이터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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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학부)
전  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인
문
사
회
계
열

초등교육학과 초등교육학 교육과정및교사교육, 아동발달및교수이론  

교육공학과 교육공학 교육공학, HRD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
지적장애, 정서및행동장애, 학습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및복합장애, 언어장애, 우수아, 
조기특수교육, 자폐성장애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 영어교육학

사회과교육학과 역사학, 지리학, 일반사회 역사학및역사교육, 일반사회, 인문및자연지리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언어병리학과 언어병리학 언어장애, 말장애, 청각장애

법학과 법학 헌법, 행정법, 형사법, 민법, 상법, 노동법,
국제법, 기초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과학,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인사조직‧전략, 회계학, 경영정보시스템

융합콘텐츠학과 영상콘텐츠, 미디어디자인, 미디어공학 영상미디어, 미디어디자인, 미디어공학

국제사무학과** 국제사무학 국제사무학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학 음악치료학

자
연
과
학
계
열

수학과 수학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및기하학, 
수치해석학, 암호학, 응용해석학

통계학과 이론, 응용 확률과정론, 통계추론, 선형모형론, 
자료분석론, 통계계산

물리학과 물리학 입자물리학, 원자핵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이론,
응집물질물리학실험, 천체물리학, 광학, 응용물리학 

화학·나노과학과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나노바이오과학, 나노소재화학, 
고분자화학, 자기공명융복합소재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나노바이오과학, 나노소재화학, 고분자화학, 
자기공명융복합소재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생명과학

약학과 약학 약학

제약산업학과 제약산업학 제약산업학

과학교육학과 과학교육학 과학교육학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학 수학교육학

융합보건학과 융합보건학 융합보건학

간호과학과**
간호학, 노인전문간호, 정신전문간호, 
임상전문간호, 호스피스전문간호, 통일간호,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행정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식품영양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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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학부)
전  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자
연
과
학
계
열

에코과학부 에코과학(분류·진화·행동), 에코과학(생태·환경), 
에코과학(융합과학)

에코과학(분류·진화·행동), 에코과학(생태·환경), 
에코과학(융합과학)

의과학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뇌신경과학, 의학교육학
분자의과학, 보건학, 의공학, 의료윤리학, 직업환경의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핵의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뇌신경과학, 의학교육학, 분자의과학, 
보건학, 의공학, 의료윤리학, 직업환경의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핵의학, 치과학

바이오융합과학과 바이오융합과학(생명과학) 바이오융합과학(생명과학)

뇌‧인지과학과 신경과학, 인지과학, 뇌의약학 신경과학, 인지과학, 뇌의약학

공
학
계
열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 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

전자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 스마트팩토리융합전공 전자전기공학, 스마트팩토리융합전공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화공신소재공학과 화공신소재공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화공신소재공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건축학과 건축이론, 건축설계 건축학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건축도시시스템공학 건축도시시스템공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환경공학

기후·에너지시스템
공학과 대기과학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대기과학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융합기계공학, 의생명공학, 바이오데이터공학,
스마트팩토리융합전공,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융합기계공학, 의생명공학, 바이오데이터공학,
스마트팩토리융합전공,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예
체
능
계
열

음악학부
(음악대학)

건반악기(피아노, 오르간, 하프시코드, 
피아노반주), 관현악(관현, 관현지휘),
성악(성악, 합창지휘), 작곡(작곡, 음악이론),
한국음악, 음악학

건반악기(피아노, 오르간), 관현악(관현), 
성악(성악), 성악(합창지휘), 작곡(작곡, 음악이론), 
한국음악**, 음악학

조형예술학부
(조형예술대학)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섬유예술,
도자예술, 예술학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섬유예술,
도자예술, 예술학, 융합미술치료학**

디자인학부
(조형예술대학)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텔리전스테크놀로지디자인,
패션디자인,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색채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텔리전스테크놀로지디자인, 
패션디자인,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색채디자인

의류산업학과** 의류산업학 의류소재, 의복구성/개발, 전통복식,
패션머천다이징/마케팅, 패션디자인

무용학과**
(음악대학) 무용실기, 무용이론 무용실기

체육과학부 체육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체육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의
학
계
열

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뇌신경과학, 분자의과학, 보건학, 의공학, 
의료윤리학, 직업환경의학,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뇌신경과학, 
분자의과학, 보건학, 의공학, 의료윤리학, 
직업환경의학,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마취통증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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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은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뇌신경과학, 분자의과학, 보건학, 의공학, 의료윤리학, 직업환경의학) 전공에 한함 

* 의학과 기초의학(모집요강 상 해부학부터 직업환경의학까지)은 학부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포함)를 졸업한 사람과 
타 학과 졸업자 모두 지원 가능함

* 의과학과는 전일제로 운영되는 학과이며, 의학과는 전일제가 아닐 수 있음
* 의과학과와 의학과는 등록금에 차이가 있음
** 의 석·박사통합과정은 선발하지 않음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미술사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제사무학과, 

간호과학과, 음악학부(한국음악), 조형예술학부(융합미술치료학), 의류산업학과, 무용학과, 스마트큐레이션협동과정)

계열 학과(학부)
전  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이비인후과학, 마취통증의학, 영상의학, 
성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치과학, 
흉부외과학, 방사선종양학, 신경과학, 재활의학, 
가정의학, 응급의학, 핵의학 

영상의학, 성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치과학, 
흉부외과학, 방사선종양학, 신경과학, 재활의학, 
가정의학, 응급의학, 핵의학

학
과
간

협
동
과
정

생명윤리정책 생명윤리정책 생명의료법, 생명의료윤리학, 
생명윤리정책관리, 생명윤리교육

동아시아학연구 동아시아학 전통사상, 비교정치경제, 사회연구, 국제관계

영재교육 영재교육 영재교육

다문화·상호문화 다문화·상호문화 연구 다문화·상호문화 연구

에코크리에이티브 생태과학, 생태교육, 에코디자인, 에코미디어 생태과학, 생태교육, 에코디자인, 에코미디어

바이오정보학 바이오정보학 바이오정보학

빅데이터분석학 빅데이터분석학 빅데이터분석학

행동사회경제학 행동사회경제학 행동사회경제학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BT융합 식품공학-BT융합, 식품영양학-BT융합,
미생물학-BT융합

식품공학-BT융합, 식품영양학-BT융합,
미생물학-BT융합

스마트큐레이션**
패션트렌드큐레이션, 푸드큐레이션,
패션테크놀로지큐레이션, 헬스·스포츠큐레이션,
콘텐츠큐레이션

패션트렌드큐레이션, 푸드큐레이션,
패션테크놀로지큐레이션, 헬스·스포츠큐레이션,
콘텐츠큐레이션

컴퓨터의학 컴퓨터의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컴퓨터의학,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유전상담학 유전상담학

아시아여성학 아시아여성학

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 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 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

트랜스포메이션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디자인

미디어예술인문학 미디어예술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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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자격

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국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여성 외국인
 ※ 지원자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자인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외국인으로 인정합니다.

※ 지원자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경우, 한국국적상실 및 외국국적취득일 증빙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을 완료한 자만 지원 가능함

 예: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상실(이탈) 사실이 명기된 지원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또는 지원자와 부모의 
국적상실(이탈)사실증명, 2011년 이후 발행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적상실(이탈) 사실신고 접수증 및 신고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시 지원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 서류 제출

2. 학력: 각 지원과정별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3. 어학: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학부신입학) / 4급(학부편입학, 일반대학원) 이상 취득한 자

 나.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자  
 

 다.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iBT 80), IELTS 6.0, New TEPS 326 이상 취득한 자

 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자

 마. '가'~'라'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의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교가 인정한 자
※ 모든 전공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부/학과 지원자는 다. 또는 라.의 영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수
 - 학부: 국제학부(국제학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 일반대학원: 아시아여성학 협동과정
※ 모든 어학성적은 성적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만 인정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학부과정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전공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부의 경우는 제외)

지원과정 자격

학부

신입학
2022년 8월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GED 등 해외 검정고시 및 국내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입학

2022년 8월까지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대학에서 2학년(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이상을 취득하여 본교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
※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만 가능
※ GED 등 해외 검정고시 및 국내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원

석사, 석·박사통합 2022년 8월까지 4년제 대학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학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박사 2022년 8월까지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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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대학원 학과별 추가 지원자격
 가.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은 법조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나. 간호과학과
    석사학위과정의 노인전문간호, 정신전문간호, 임상전문간호 전공은 해당 전공 임상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다. 의학과
    임상의학 전공은 의학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치과학 전공은 치의학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라.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과정의 ‘유아교육 운영관리’ 전공은 유아교육 관련 현장 실무자만 지원 가능함

 Ⅳ. 전형방법

1. 전형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능력, 어학능력, 전공적합성, 수학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필요시 면접(국외 거주자는 전화 또는 화상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전형료: 150,000원 (USD $150) (온라인 원서 접수 시 결제)
 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나.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변경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

만, 본교 입학관련 제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입시시행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
책이 아닌 사유)로 수험생이 응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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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제출서류     

번
호

필수
여부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입학지원서 1부 

[서식 1]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작성 완료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제출

2 필수
입학지원서 추가자료

&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2]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작성 완료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제출
• 작성한 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필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원본]
* 학부편입 및 
일반대학원: 

성적증명서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 학부신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부편입학: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2부

※ 학부편입학 지원자 중 수료(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제출 필수 
(최종학력 증명용)

  ※ 학부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 대학원석사, 석·박사통합: 학사학위(예정)증명서 1부,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2부
• 대학원박사: 석사학위(예정)증명서 1부,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2부, 
             학사학위증명서 1부,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2부
※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pp. 11~13의 [해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4 필수
어학자격 서류 2부

[원본 1부 & 사본 1부]

• TOPIK 3급(학부신입학), 4급(학부편입학, 일반대학원) 이상 성적표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단, 1) 온라인 

원서접수 시 어학자격으로 ‘TOPIK 취득예정’을 선택하고 2) 2022. 5. 22.(일) 
24:00까지 제81회 (2022. 4. 9.(토)~4. 10.(일)) TOPIK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증명서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4급 이상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단, 

1) 온라인 원서접수 시 어학자격으로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를 선택하고 2) 2022. 5. 22.(일) 24:00까지 4급 이상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우수자 장학금 신청자는 본교 언어교육원 
수료증(3학기 이상, 6급 수료증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① TOEFL(PBT 550/iBT 80) 이상
② IELTS 6.0 이상: 전자 성적표 제출 가능
③ New TEPS 326 이상 성적표
※ TOEFL, IELTS 성적표 수취기관을 이화여자대학교(TOEFL 기관번호: 8229)로 

입력(reporting)한 경우 서류 제출 시 지원자의 영문성명, 시험응시일자, 성적, 
IELTS의 경우 TRF Number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평가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영어능력시험(TOEFL, IELTS, New TEPS) 성적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국제학생팀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육과정 소개자료(한국어 또는 영어 활용 확인)

5 해당자
입학지원서 추가자료
작성내용 증명서류

[원본]

• 제출서류 2 [입학지원서 추가자료]에 작성한 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1) 학업능력: 해당국가의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사, 대학진학평가, 표준학력시험 

성적표 등(SAT, ACT, A Level, IB, 高考(가우카우),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등)

  (2) 수상 및 활동: 상장, 학위논문 Abstract, 연구실적,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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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한 후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의 서식은 국제학생팀 홈페이지(http://isa.ewha.ac.kr)에서 조회 가능하나,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혹은 영문번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
호

필수
여부 제출서류 비고

6 필수

지원자와 부모 
여권(국적증명서류) 

각1부
[사본]

• 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지원자의 여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 후 여권을 제출하여야 함)
• 중국국적 지원자는 ① 본인 거민증 사본 1부 ② 부모 거민증 사본 1부 ③ 전 

가족 호구부 사본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지원자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경우, 한국국적상실 

및 외국국적취득일 증빙 서류 제출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적상실/이탈사실 증명서 등)
②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시 지원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 서류 제출

7 필수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원본 또는 공증본]

• 중국 국적 지원자: 전가족 호구부 및 친족관계증명서
• 그 외 국적 지원자: 지원자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자와 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해야 함

8 필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USD 20,000 이상)

• 반드시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의 잔고증명서로 제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불가)
• USD 20,000에 상응하는 타 통화도 가능(약 RMB 140,000, KRW 2,300만원 등)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잔고증명서의 경우 2022. 9. 30.까지 유효해야 함

9

예체능
계열
및

융합
콘텐츠
학과 

대학원
과정 

미디어
디자인 
지원자 
필수

실기능력 입증자료
(의류산업학과 제외)

[원본]

• 예체능계열(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체육과학부) 지원자 및 융합콘텐츠학과 
대학원과정 미디어디자인 지원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음악대학]: 곡 목록을 인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건반악기과 자유곡 30분 프로그램 동영상 (DVD 또는 USB)
관현악과 자유곡 30분 프로그램 동영상 (DVD 또는 USB)
성악과 예술가곡 또는 오페라아리아 20분 프로그램 동영상 (DVD 또는 USB)

작곡과

(학부)
1. 세 도막 형식의 피아노곡 악보
2. 2중주 이상의 실내악 작곡 악보
* 1,2 모두 제출(음원 및 영상 추가 제출 가능) 
(일반대학원)
1. 실내악 곡 악보
2. 대규모 편성곡 악보
* 1,2 모두 제출(음원 및 영상 추가 제출 가능) 

한국음악과 자유곡 20분 프로그램 동영상 (DVD 또는 USB)

무용과 포트폴리오와 독무작품 3분 이상 프로그램 동영상 중
제출 가능한 자료 전부 (DVD 또는 USB)

[조형예술대학]
A3 또는 A4 사이즈로 구성된 20매 이하의 출력본 제출

[음악대학과 조형예술대학 외의 지원자]
자유로운 양식의 자료 제출  예: 포트폴리오, 영상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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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련 안내

1. 입학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2. 접수된 제출서류는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추후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서류제출기간에 본교에서 원본확인을 받거나 발행기관의 원본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해외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학위,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지원과정별로 아래의 
검증절차를 마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합격자 
발표 후 2022. 6. 30.(목)까지 국제학생팀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Ⅰ. 지원과정별 제출서류 안내

1. 학부 신입학
  <중국 외 국가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중국 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일반고>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영사확인
  <중국 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중등전문, 직업, 기술고>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아래 중 하나를 제출
      ①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교육청(시교육국)+주중공관 한국영사확인)
      ② 성교육청(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확인)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영사확인
   <중국 내 국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주중공관 한국영사확인 된 학교설립인가증 공증본

2. 학부 편입학
  <전적대학: 중국 외 국가 소재>
    - 전적대학 졸업/졸업예정/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추가제출 필수 (최종학력 증명용)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전적대학: 중국 내 소재>
    - (정규 일반 4년제 대학교) 졸업/졸업예정/재학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추가
        제출 필수 (최종학력 증명용)



- 12 -

      ※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Type of Degree’ 와 ‘Year of Degree Awarded’가  
        명시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또는 학위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제출 권장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졸업예정/재학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 (공통)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또는 영사확인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중국 외 국가 대학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중국대학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증명서: 아래 중 하나를 제출
      ① 학위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② ’Type of Degree’ 와 ‘Year of Degree Awarded’가 명시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또는 영사확인

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외 국가 대학 졸업(예정)자>
    - 석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중국대학 졸업(예정)자>
      - 석사학위증명서: 아래 중 하나를 제출
      ① 학위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② ’Type of Degree’ 와 ‘Year of Degree Awarded’가 명시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또는 영사확인
    - 학사학위증명서: 아래 중 하나를 제출
      ① 학위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② ’Type of Degree’ 와 ‘Year of Degree Awarded’가 명시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학신망 온라인 인증서 출력본(영어) 또는 영사확인

Ⅱ. 학력검증방법 안내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학교발행 
문서발급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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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문서 (사립학교 등)

     

학교발행 
문서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명]                                                     2021. 9. 16. 기준

2.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3. 중국교육부 발행 학력 및 학위 관련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가. 학위망(学位网)
  • 인증기관명: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 홈페이지: http://www.cdgdc.edu.cn
  • 전화번호: +86-10-8237-9480 (팩스: 86-10-82378718)
 나. 학신망(学信网)
  • 인증기관명: 全国高等学校学生信息咨询与就业指导中心
  • 홈페이지: http://www.chsi.com.cn
  • 전화번호: +86-10-82199588
  ※ 한국에서 인증보고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신청 가능함.
   - 홈페이지: http://www.cis.or.kr > 중국학력학위 인증센터 
   - 전화: +82-2-554-2688, 이메일: cis88@cis.or.kr 

지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
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
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
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
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
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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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장학금

1. 2022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장학금 

※ EGPP 장학금 수혜대상 국가 목록은 OECD 홈페이지> DAC List of ODA Recipients 검색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list.htm)
* 계속수혜 기준(학부: 취득학점, 성적/ 대학원: 성적) 있음
** 계속지급조건 : 직전학기 평점 4.0이상(4.3만점) 유지하여야 하며 휴학 시 이월 불가함(단, 출산으로 인한 휴학 시 

이월가능)

장학금 대상 장학금 내용 지급기간

EGPP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여성 지도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학생으로,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학부 또는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교내 기숙사비, 
생활보조비 등

• 학부(신입학): 최대 8학기* 
• 학부(편입학): 최대 4학기*
• 대학원(석사): 최대 4학기*
• 대학원(통합 및 박사): 최대 6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ISS: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hip)

ISS F4 
(Full tuition
- 4 years)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학부(신입학)에 지원하는 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최대 8학기*

ISS F2
(Full tuition
- 2 years)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학부(신입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석·박사·통합)에 지원하는 자 

최대 4학기*

ISS F1
(Full tuition
- 1 year)

최대 2학기

ISS FH1
(Full tuition
- 1 semester)

TOPIK 6급 소지자 중 입학평가 우수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성적이 유효한 
TOPIK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입학학기

언어교육원 
한국어 우수자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집중과정을 
최소 3학기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 
집중과정 6급으로 졸업한 후,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학부(신입학)에 
지원하는 자

등록금 일부 입학학기

우수이화인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 또는 직전학기 
졸업자로서 학부 졸업누계평점이 
3.75이상(4.3만점)인 일반대학원 
인문사회·예체능계열(진학학과 기준)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수업료 전액 1년**

우수이화과학인

본교 학부 졸업 및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대학원 
이공계열(진학학과 기준)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박사 진학연한: 본교 석사학위과정 

졸업 후 3년(6학기) 이내 
  *22-2학기 신입학: ‘20.2.부터 ’22.8. 

석사학위과정 졸업생까지 
- 석사 졸업평점 : 본교 석사 

졸업누계평점 3.75이상 (4.3만점)
- 학부 졸업평점 : 본교 학부 

졸업누계평점 3.50이상 (4.3만점)

수업료 전액 1년**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 또는 직전학기 
졸업자로서 학부 졸업누계평점이 
3.50(4.3만점)이상인 일반대학원 
이공계열(진학학과 기준)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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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 완료된 ‘입학지원서 추가자료 & 장학금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 (2022. 3. 3.(목) ~ 4. 14.(목))
    ※ 우수이화인, 우수이화과학인 장학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이외의 장학금은 신청한 자만 수혜 가능함.

 나. 선발 방법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세계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 국제 교류에 기여할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다. 장학생 발표
 이메일 통지

 라. 유의사항
  1) 장학금 심사 과정 중 지원자에게 온라인 면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학 중 계속수혜 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수학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 등으로 인해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유학생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장학금액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2022학년도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명 대상 장학금액 신청방법

ISS M
(Merit-based)

_학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부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과목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 
성적우수자
※ TOPIK 4급 이상 소지자 (예외: 국제학부)

등록금 일부
(석차별

차등지급)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자동 

선발

ISS M
(Merit-based)
_일반대학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4.30 만점)인 학생 중 성적우수자
※ TOPIK 4급 이상 소지자 (예외: 아시아여성학)

등록금 일부
(석차별

차등지급)

매 학기 
신청기간에 

국제학생팀으로
온라인 신청

ISS V
(Volunteer-

based)

외국 국적 학부 및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0학점(학부) 또는 6학점(대학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 TOPIK 4급 이상 소지자 (예외: 국제학부, 아시아여성학)
※ 장학생 역할: 국제학생팀 업무 보조 혹은 온라인 앰배서더

등록금 일부
(활동별 

차등지급)

매 학기 
신청기간에 

국제학생팀으로
온라인 신청

ISS TOPIK
_학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부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중 1년 이내 
TOPIK 6급을 신규 취득한 자
※ EGPP, 정부초청, ISS F 및 FH1(HH1) 기 수혜자 제외
※ 재학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등록금 일부

매 학기 
신청기간에 

국제학생팀으로
온라인 신청

※ 위 장학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국제학생팀 (ECC B329호, ☎ 82-2-3277-6989, isadmit@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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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지원자 유의사항

 전형 관련 기본 유의사항

1.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필요가 있거나 직접 통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개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급 연락이나 합격자 안내를 위해 입학원서 작성 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지원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잘못되었거나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에 대하여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관련 
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취소 또는 입학취소가 된 자에게는 향후 본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본 요강의 국문본과 영문 및 중문본 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합격 후 유의사항

합격 후에는 아래와 같이 등록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자세한 내용(기간, 방법 등)은 개인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원서접수 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예정확인서 제출   
 가. 등록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지정된 기간에 등록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예정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만 추후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나. 건강보험(지역)에 가입된 외국인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에는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다.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3. 등록금 납부  
 가. 합격자 중 등록의사가 있는 자는 지정된 기간(7~8월 중) 내에 지정된 은행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에 있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4.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해외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학위,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 후 2022. 6. 30.(목)까지 국제학생팀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개강 전(2022. 8. 31.(수))까지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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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유학비자 신청
 가. 1) 등록예정확인서 제출 시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2) 등록금 납부, 3) 해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 제출,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다. 유학비자 발급 및 변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라. 유학가능 체류자격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며, 이는 변경되거나 개인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6. 기숙사 신청 및 입사
 가. 기숙사는 등록예정확인서 제출 시 신청합니다.
 나. 합격자 중 등록예정확인서 제출 시 기숙사 신청을 한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기숙사 입사 우선배정을 

진행하며, 입사 가능 여부는 등록 기간 중에 개별 안내합니다.
 ※ 기숙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pp.17-19 참조

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2022년 8월 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8. 개강 및 건강검진
2022학년도 입학생은 본교 대학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때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나 신체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휴학 등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Ⅷ. 기숙사

1. 기숙사 안내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0단계일 경우 최대 인원을 수용하였을 때 기숙사비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용인원 및 기숙사비는 변동될 수 있음)

2. 입사자격

구분 I-House

기숙사비
(I-House)

1) 학기 : 22-2학기(120박 기준)

건물타입 방타입 기숙사비

A/B동
2인실 1,223,640원
1인실 1,903,440원
1인실(B) 1,532,640원

C동 2인실 1,619,160원
1인실 2,743,920원

D동 2인실 1,619,160원 
2) 22-겨울방학, 23-1학기, 23-여름방학: 별도 납부
    - 22-겨울방학 : 2022년 11월경 공지예정
    - 23-1학기    : 2023년 2월경 공지예정
    - 23-여름방학 : 2023년 5월경 공지예정

시설 

1) 사실 타입: 1, 2인실(I-House) 
2) 주요 시설 
 - 사실 내 : 침대(매트리스), 책상, 의자, 책장, 옷장, 신발장, 교내전용 전화기(교내 송/수신용)
 - 공용 : 공동 주방(예정), 체력단련실, 독서실, 휴게실, 세탁실, 기도실, 구내식당(예정), 층별 

간이주방(새참방) 등

구내식당
안내

- E-House 201동 지하 2층 및 한우리집 101동 지하 1층 구내식당 있음
- I-House 내 학생 식당 2022-1학기 중 완공 예정
- 식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식권 신청 및 식비 납부는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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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 합격자 
※ 외국인 학생들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해 국제처에서 기숙사 우선입사를 신청하여 드립니다. 본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숙

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기숙사 여석이 없을 경우 우선입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우선입사 시 기숙사 거주는 최대 1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2022-2학기 기숙사 우선입사 신청 시 2022-2학

기/2022-겨울/2023-1학기/2023-여름 거주 여부를 같이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학기 및 2학기 거주: 필수 사항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거주: 선택 사항
※ 2023-2학기부터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유레카로 기숙사 지원 후 컴퓨터 추첨에서 선발되어야 거주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① 신청 이후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
   ② 2022-2학기 입사취소 또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 2022-겨울/2023-1학기/2023-여름 우선입사 자격이 자동으로 상

실되며 우선입사 자격 상실 이후 일반 입사(비사생)로 지원 가능하나 선발 및 탈락 과정이 별도로 존재함
   ③ 2022-겨울방학 거주를 선택하였으나 겨울방학 입사 취소할 경우, 2023학년도 "일반입사자 자격"으로 2학기 

기숙사 지원 시 1차 지원이 불가함(단, 2차부터 지원 가능)
   ④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 안내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사 확정 이후 기숙사 홈페이지

(http://my.ewha.ac.kr/dorm)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3. 입사대상자 선발 및 결과 발표
등록예정확인서 제출 시 신청 →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우선입사자 선발(2022년 8월 초 개인 이메일 공지) → 기숙사 
입사
 ※ I-House 1, 2인실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추첨

4. 유의사항
 가. I-House는 사실 타입에 따라 공용 화장실/샤워실을 이용해야할 수 있음
    ※ 홈페이지(http://my.ewha.ac.kr/dorm) → 시설안내 → 사실안내 → 사진 및 평면도 참고
 나. I-House는 통금시간 없음. 단,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박 신청해야 함.
 다. 기숙사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생활소음, 언어소통 문제, 룸메이트와의 생활패턴 차이로 인한 문제 등 다양성에서 

오는 여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라. 시설점검 및 보수를 위해 (남성)작업자가 사실 및 공용공간에 출입할 수 있음
 마. I-House는 본교 유학생, 교환학생, 언어교육원생 및 게스트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남자 사생이 거주할 수 있음

5. 문의처
 가. 기숙사 홈페이지 – http://my.ewha.ac.kr/dorm ☎ 82-2-3277-6001(I-H)
 나. 이메일 - (I-House) ihouse@ewha.ac.kr

 Ⅸ. 관련부서 안내 및 연락처

안내 및 문의사항 담당부서 연락처

입학 관련 국제학생팀 홈페이지 – http://isa.ewha.ac.kr 
이메일 – isadmit@ewha.ac.kr ☎ 82-2-3277-3818

외국인 학생 제반 
문의사항 및 장학금관련 국제학생팀 홈페이지 – http://isa.ewha.ac.kr

이메일 -  isadmit@ewha.ac.kr ☎ 82-2-3277-6989

기숙사 관련 기숙사 홈페이지 – http://my.ewha.ac.kr/dorm
(I-House) ihouse@ewha.ac.kr  ☎ 82-2-3277-6001(I-H)

한국어 교육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 http://elc.ewha.ac.kr  
이메일 – kfl@ewha.ac.kr   ☎ 82-2-3277-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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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출서류 자가점검표(Document Checklist)

번
호

필수
여부

제출서류 점검사항 및 서류정리 순서
Required Documents & Order

확인
Check

비고
Remarks

1 필수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2 필수 입학지원서 추가자료 및 장학금 신청서
Application Supplement & Scholarship Application

3 필수

학부신입
Undergraduate 

Freshman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Official high school Transcripts

학부편입
Undergraduate

Transfer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or Completion of at 
least 2 academic years from undergraduate institution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제출 
필수 (최종학력 증명용)
* Applicants who have completed or are expected to complete 
2 or more academic years and have not yet graduated: a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전적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
a document that shows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required for graduation at the previous university
대학교 성적증명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Official undergraduate transcripts (1 original, 1 copy)

석사, 
석·박사통합

Master’s, 
Combined 

Master’s and 
Doctoral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Prospective) Bachelor’s degree

대학교 성적증명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Official undergraduate transcripts (1 original, 1 copy)

박사
Doctoral

석사과정 학위(예정)증명서
(Prospective) Master’s degree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Official master’s transcripts (1 original, 1 copy)
대학교 졸업증명서
Bachelor’s degree
대학교 성적증명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Official undergraduate transcripts (1 original, 1 copy)

4 필수

어학자격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Reports

or Certificates
(1 original, 1 copy)

한국어 어학자격 서류 2부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OPIK, Ewha Language Center)

시험명:
급수:

영어 어학자격 서류
Certificate of TOEFL or IELTS or New TEPS Score 

시험명:
점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육과정 소개자료(한국어 혹은 영어)
High School or University’s curriculum (Korean/English) 한국어 / 영어

5 해당자 기타서류 Officially recognized academic test score, published papers, 
awards, former employment certificate, etc.

6 필수
지원자와 부모 여권 사본(국적증명서류)
Applicant and both parents’ passport copies or other documents 
verifying the nationality of applicant and both parents

7 필수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pplicant and both parents)

8 필수 은행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Certificate showing minimum balance of USD 20,000

9 해당자
* 예체능, 융합콘텐츠학과 대학원과정 미디어디자인 지원자 필수 
실기능력 입증자료
Portfolios or video materials, etc. (for Art & Athletic field applic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