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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가'군

약학과

전형구분
일반전형(정원 내)

일반전형

50명

일반전형(정원 내)

일반전형

70명

농어촌학생

4명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3명 이내

장애인등 대상자

1명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약간명

계약학과

10명

약학과
'나'군

특별전형(정원 외)

산업제약학과

모집인원

특별전형(정원 외)

※ '가'군과 '나'군 간 중복지원 가능하나, 동일 군에서는 1개 전형만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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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형일정
면접고사를 제외한 ‘가’군과 ‘나’군의 모든 일정이 동일합니다.
일시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비고

2019. 11. 13.(수) 13:00
~ 11. 15.(금) 17:00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입력:
http://admission.ewha.ac.kr

성적 및 자기소개서 입력

2019. 11. 13.(수) 13:00
~ 11. 18.(월) 17:00
서류제출

중복합격 시
우선선택순위 입력

2019. 11. 18.(월) 13:00
~ 11. 19.(화) 17:00

‘가’군 최종합격자,
‘나’군 우선선발합격자,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

2019. 12. 20.(금) 20:00(예정)

'나'군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면접
차상위계층,
고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계약학과 전형)

2020. 1. 3.(금)

‘나’군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 20.(월) 20:00(예정)

등록금 납부기간

2020. 1. 21.(화)
~ 1. 23(목)
09:00 ~ 16:00

• 직접제출: 2019. 11. 13.(수) ~ 11. 18.(월) 13:00~17:00
※ 접수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관
※ 2019. 11. 16.(토) ~ 17.(일)은 접수받지 않음
• 등기우송: 2019. 11. 18.(월) 소인까지 유효
※ 해외발송서류: 2019. 11. 20.(수)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낼 곳: (우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 본교 ‘가’군과 ‘나’군 전형에 모두 지원한 자에 한함
• 입력: http://admission.ewha.ac.kr
• http://admission.ewha.ac.kr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고사 일정 및 고사장 안내(전형 전일):
http://admission.ewha.ac.kr
• 전형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http://admission.ewha.ac.kr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등록금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

2020. 2. 10.(월) 18:00 까지
충원합격자 발표

※세부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함

• http://admission.ewha.ac.kr

2020. 2. 11.(화) 16:00 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세부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함

• 등록금 납부 장소: 전국 금융기관

※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지원자는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장애인등 대상자 선정심사’
를 받아야 함 (‘사전 심사신청 및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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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자격
일반전형 (‘가’, ‘나’군 공통)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에서 2학년(4학기) 이상(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함) 수료(예정)한 자로서 60학점 이상 취득한자
1) 60학점 미만인 자는 전적대학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고 2학년 이상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
소요학점과 이수학기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2) 외국대학 출신자는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교(사이버 대학 제외)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
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이상을 취득한 자(반드시
현지에 체류하여 이수하여야 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 국내·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및 학사
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적대학에서의 전공은 제한하지 않음
※ 전적대학(본교 포함)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2020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이하 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3. 선수과목으로 대학과정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과정에서 수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4. 2019. 11. 15.(금)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TOEFL(iBT), TOEIC, TEPS,
New TEPS) 공식 점수를 서류제출일 마감기한(2019. 11. 18.(월) 17:00) 까지 제출하는 자

농어촌학생 전형 (정원 외) (‘나’군)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자 중 해당 전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초·중·고 전 교육과정(12
년)을 이수하고 해당 전 재학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 재학 기간 동안은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 자격 인정 여부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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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정원 외) (‘나’군)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정원 외) (‘나’군)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장애인등 대상자’로 선정된 자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선정심사 절차 및 일정]
일시

비고

2019. 10. 22.(화) 10:00
~ 10. 24.(목) 17:00

• http://admission.ewha.ac.kr

선정심사 서류제출

2019. 10. 21.(월) 10:00
~ 10. 25.(금) 17:00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
1. 장애인등 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인터넷 입력 후 출력함
2.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3. 진단서 1부(진단서에는 장애소견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개
월 이내 종합병원 발급분에 한함)(원본)
※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심사결과 발표

2019. 11. 8.(금) 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2019. 11. 13.(수) 13:00
~ 11. 15.(금) 17:00

선정심사 신청

•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함

• 장애인등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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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정원 외) (‘나’군)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외국에 체류하며, 외국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다음의 어학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2019. 11. 15.(금)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을
서류제출마감기한 2019. 11. 18.(월) 17:00 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나. 한국어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가’~‘나’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교가 인정한 자

※ 외국학교 및 재학기간 인정 기준
1. 외국학교라 함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유아원, 유치
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합니다.
3.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등학
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하였다면 고
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되, 당해 학교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4. 외국학교와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학교 재학 년수가 해당학제의 초‧중‧고교 전(全) 과정에 미달한 경
우에 총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학과 전형 (정원 외) (‘나’군)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본교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제약산업체의 정직원으로, 해당 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추천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 있는 자
※ 다만, 재직증명을 통하여 해당 산업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체, 연구기관 등 제약 관련 분야의 합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포함

4. 2020학년도 PEET에 응시하여 1개 영역 이상에서 상위 70% 이내의 성적을 얻은 자

7

04.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전형요소
모집시기

전형명

‘가’군

일반전형

PEET*

전적대학
성적

공인어학
성적

서류

면접

계
(총점)

200점

300점

100점

400점

-

1,000점

우선선발

100점

300점

200점

400점

-

1,000점

일반선발

500점

100점

100점

200점

100점

1,000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500점

100점

100점

200점

100점

1,000점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00점

300점

200점

300점

100점

1,000점

계약학과

500점

100점

100점

200점

100점

1,000점

일반전형

‘나’군

전형방법
1. ‘가’군 일반전형
모집인원 전체를 PEET, 전적대학성적, 공인어학성적 및 서류의 합산 성적 순으로 선발

2. ‘나’군 일반전형
가. 우선선발 : 모집인원의 50%를 PEET, 전적대학성적, 공인어학성적 및 서류의 합산 성적 순으로 선발
나. 우선선발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1) 1단계 : PEET, 전적대학성적, 공인어학성적 및 서류의 합산 성적 순으로 일반선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
2) 2단계 : 1단계 선발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입시총점 순으로 선발

3. 특별전형(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계약학과)
1) 1단계 : PEET, 전적대학성적, 공인어학성적 및 서류의 합산 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
2) 2단계 : 1단계 선발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입시총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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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 PEET 반영 방법
생물추론

화학추론(일반화학)

화학추론(유기화학)

물리추론

계

반영비율**

25%

25%

25%

25%

100%

PEET 성적=

∑｛

(과목별 표준점수)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과목별

×

}

반영비율**)

(전형별

×

PEET 반영점수*)

2. 전적대학 반영 방법
전적대학 성적=

+

(대학1 평균평점×대학1 취득학점)

｛(

(대학N 평균평점×대학N 취득학점)

(

)+(

대학1 만점평점

)}

대학N 만점평점

÷

(대학2 평균평점×대학2 취득학점)

)+

대학2 만점평점

・・・・・・

(대학1 취득학점+대학2 취득학점+・・+대학N 취득학점)

※ 1학기 이상 이수한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3. 공인어학성적 반영 방법
본교에서 정한 영어 공인어학시험 간 환산점수(아래 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가.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공인영어성적 환산점수표
평가점수***

TOEFL (iBT)

TOEIC

TEPS

New TEPS

10

100 이상

900 이상

825 이상

469이상

7

93~99

845~899

766~824

430~468

4

82~92

780~844

690~765

380~429

1

81 이하

779 이하

689 이하

379 이하

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공인영어성적 환산 점수표(청각장애인(중증) 기준 점수)
평가점수***

TOEFL (iBT)
(R/S/W)

TOEIC
(RC)

TEPS
(G/V/R)

New TEPS
(G/V/R)

10

75 이상

450 이상

495 이상

281 이상

7

70~74

423~449

460~494

258~280

4

62~69

390~422

414~459

228~257

1

61 이하

389 이하

413 이하

227 이하

※ 2019. 8. 1. 이후 시행되는 TOEFL의 MyBest Scores는 평가하지 않음
※ 청각장애인(중증)의 경우 공인어학시험에서 듣기(청해)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각 만점에 환산하
여 적용함(장애인 등급제 폐지 전 청각장애 2, 3급에 해당)
※ R/S/W: Reading, Speaking, Writing, G/V/R: Grammar, Vocabulary, Reading
※ 공인어학성적 반영점수별 성적 계산 방법
100점

50

+

평가점수***

×

5

200점

4. 서류평가 방법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5. 면접고사 평가 방법
학업능력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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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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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출서류
공통서류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고
• 반드시 전 학년 총 이수학점, 평균평점, 만점평점이 기재되어야 함

출신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의 만점평점이 4.00, 4.30, 4.50이 아닌 경우, 반드시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하여 기재한 후, 성적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
함. 다만,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성적증명서 중 평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2019학년도 2학기 성적이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제출할 것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출신대학의 졸업소요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해당 성적증명서 상의 선수과목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할 것

• 4년제 정규대학의 2학년(4학기)이상 수료(예정) 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것
• 성적증명서에 졸업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졸업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TOEFL(iBT), TOEIC, TEPS, NewTEPS 성적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자기소개서

※ 2019. 11. 15.(금)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기한(2019. 11. 18.(월) 17:00) 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2019. 8. 1. 이후 시행되는 TOEFL의 MyBest Scores는 평가하지 않음
• 본교 소정양식(인터넷을 통해서만 입력함)
• http://admission.ewha.ac.kr
• 사전에 본교에 선수과목 인정여부 심의를 요청한 자의 경우, 본교 약학대학의 선수

선수과목 관련 자료
(해당자에 한함)

과목 인정 확인 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함
• 원서접수 현재 수강 중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강신청내역 화면 인터
넷 출력본)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에 선수과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학점은행제, 시간제등
록 등), 선수과목이 기재된 성적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성적증명서 상의 선수과목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할 것

※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평균평점, 만점평점)과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한 성적(평균평점, 만점평점)은 반드시 일치하
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시 최종학기 성적의 미반영으로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2020. 2. 3.(월)
까지 수료예정증명서와 최종학기가 반영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적대학 사정으로 수료예정증명서 발급
이 불가능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신대학 규정집 또는 요람 등)를 대신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점검결
과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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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공통 서류(p.10) 외에도 전형별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구분

계약학과

제출서류

비

추천서 1부

• 추천산업체 대표의 추천서
• 본교 소정양식(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재직증명서 각 1부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기간 동안의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출력함
(http://www.4insure.or.kr)

원천징수영수증 1부

•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되,
2019. 11. 11.(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2019. 11. 11.(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출신 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출신 고등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재학 및 거주사실 확인서 1부

• 본교 소정양식(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중‧고교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2019. 11.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상
으로 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권판결문 등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2019. 11.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부‧모‧지원자의 주소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9. 11.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부·모 각 1부
• 부·모의 농어촌 거주 확인을 위한 직장 관련 제출서류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로 1회 이
상 기재된 경우 직장 주소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
로 제출하여야 함(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증 사본 등)

(중1~고3, 연속)

6년 전(全)
교육과정
이수자

농어촌
학생

초‧중‧고
12년 전(全)
교육과정
이수자

고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재학했던 모든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신 초등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출신 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출신 고등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재학 및 거주사실 확인서 1부

• 본교 소정양식(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지원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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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지원자의 주소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
본 및 초본 각 1부

전형명

제출서류

비

고

주민등록등본 1부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 중 본인 해당서류
한 종류만 제출함

모든 서류는
2019. 11.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비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주민 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초‧중‧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초‧중‧고교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출신학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외국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재
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1년간의 학
제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방학시작 및 종료일) 등
이 기록된 학사 일정표를 제출해야 함(홈페이지 출력
물, 브로셔 등도 가능함)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1부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출신학교 교수 또는 교사의 추천서
1부 이상

• 본교 소정양식(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어학자격 서류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 2019. 11. 15.(금)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
한 성적을 서류제출마감기한 2019. 11. 18.(월)
17:00 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사본 각 1부

• 지원자 본인만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2019. 11. 11.(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 http://admission.ewha.ac.kr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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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선수과목 인정 안내
1. 다음에 해당하는 과목은 본교 약학대학 입학을 위한 선수과목(수학)으로 인정합니다.
인정과목명
경제수학

생물통계학

전산통계

공업수학

생활통계학

정수론

공학수학

선형대수

조합론

다중선형대수

섬유고분자응용수학

집합론

대수학

수치해석

통계수학

대학수학

수학 및 연습

통계학 및 실습

미분방정식

실험통계학

편미분방정식

미분적분

위상수학

해석학

미적과 해석기하

응용선형대수

해석학특강

미적분학

응용수학 및 실습

현대기하학

보험수학개론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확률론

복소수함수론

일반수학

수학

미(분)적분학과 벡터해석

통계학

확률 및 통계학

이산수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인정과목명 앞에 ‘일반-’, ‘기초-’, ‘고급-’, ‘응용-’이 있거나 과목명 뒤에 ‘-개론’, ‘-이해’, ‘-학/공학’, ‘-특
강/특론’, ‘-연습’, ‘-실험/실습’, ‘-입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가 포함된 경우 같은 과목으로 인정합
니다.
3. 외국대학의 경우 인정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은 같은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예) ‘General Mathematics’는 ‘일반수학’ 과목으로 인정함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도 인정합니다.
5.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수강 중인 과목도 인정합니다.
※ 원서접수 시 현재 수강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강신청내역 화면 인터넷 출력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2020. 2. 3.(월)까지 선수과목이 반영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9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6. 그 외 유사과목에 대한 인정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학 유사과목이 있는 경우, 수강한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약학대학
e-mail(pharm21@ewha.ac.kr)로 확인 요청
※ 선수과목 인정여부 확인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ewha.ac.kr) 공지사항 참조
② 약학대학에서 선수과목 인정여부를 e-mail로 회신
③ 원서 접수 시 약학대학으로부터 회신받은 e-mail을 출력하여 제출
※ 2019. 11. 18.(월) 17:00 서류제출 마감기한까지 회신 받은 e-mail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 후 인정여부 회신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2019. 11. 14.(목) 까지 신청 완료
※ 인정여부 확인이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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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유의사항
본교 약학대학 입학전형에 대하여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관
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원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사항
가. 본교 ‘가’군 및 ‘나’군에 지원한 자는 본교에 지원한 시험군과 동일한 시험군에 속해있는 타교 약학대
학 입학전형에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금지된 복수지원이 확인될 경우, 그 합격 및 입학을 모
두 취소합니다.
나. 본교의 ‘가’군과 ‘나’군 간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 군에서는 1개 전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 본교의 ‘가’군과 ‘나’군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1) 제출서류는 각 전형별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중복 합격 시 우선선택순위’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p.4의 전형일정 참조). 지정된 시간까지 입력
하지 않았을 경우 본교에서 정한 순위(‘나’군>‘가’군)에 따릅니다.
라. 시험 군(‘가’군, ‘나’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약학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금지된 이중등록이 확인될 경우, 그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나.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및 학과(전공), 성적’란에 모든 전적
대학 및 성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
지변, 입시시행 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
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라. 원서접수 시 연락이 가능한 주소, 집전화번호, 본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추가 연락처를 정확
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수험생의 부재로 미등록 충원 시한(2020. 2.
10.(월) 18:00)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험생이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미등록 인원 충원 및 등록
가. 합격자 중 미등록자, 등록 후 환불자로 인한 결원은 2019. 2. 10.(월) 18:00까지 충원합니다.
나. 일반전형의 경우, 우선선발과 일반선발 결원 발생 시 일반선발에서 충원합니다.
다. 정원 외로 모집하는 특별전형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등록포기, 등록금 환불처리
가.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또는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반드시 등록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교육부령)’에 의거하여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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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각 전형별 제출서류 중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번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하여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제출 기간에 본교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마.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중 TOEFL 성적표를 제출한 지원자는 성적조회를 위해 2019. 12. 31.(화)까지
입학처에 ETS사로부터 직접 공식 성적표가 도착하도록 Score Reporting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TOEFL Score Reporting 신청
<기관코드> Name of Institu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stitution Code: 8229
Department Code: 00(Undergraduate)
<Address> Office of Admissions, Ewha Womans University, Ewhayeodae-gil 52,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2. 외국학교 서류에 대한 확인서 제출
가. 제출 대상: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다만, 교육부 승인 재외한국학교 출신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중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확인서
다. 제출 방법: 상기 서류에 대하여 해당 학교 소재국 정부 지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영사
확인서(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중 택 1하여 제출합니다.
라. 제출 기한: 2020. 2. 14.(금)

전형 관련 유의사항
1.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은 ①서류 ②PEET ③면접 성적순이며, 그 이하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릅
니다.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본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면접고사에 결시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우선선발자 제외).
5.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
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기재
하여 적발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6.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
인된 자에 대해서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합격취소 또는 입학취소가 된 자에게는 향후 본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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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기본사항
가. 약학대학 입학생은 8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공교과 외에 기초교양과목으로 ’기독교와 세계(3학점)’를 포함하여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8학점 이
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였다면 편입생 학점이전원
칙에 근거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산업제약학과의 학사 및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산업제약학과 입
학생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홈페이지(http://www.ewha.ac.kr) → 이화소개 → 규칙집 참조)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학생 건강검진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생은 본교 대학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2020학년도 1학기 초 예정)
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때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나 신체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휴학
등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유학비자 및 표준입학허가서
가. 등록자 중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한 자는 최종
등록금 고지서 완납영수증과 함께 아래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 등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 재정보증인은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자여야 함
※ 재정보증인의 예금 잔고 증명서일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나. 학생들은 발급받은 표준입학허가서를 가지고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직접 유학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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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형료

전형구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반환전형료

‘가’군

150,000원

-

‘나’군

150,000원

50,000원

농어촌학생

150,000원

50,000원

장애인등 대상자

150,000원

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0,000원

-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50,000원

50,000원

계약학과

150,000원

50,000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해당 전형의 반환전형료를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전형료 반환계좌로 반환함
※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천재지변, 입시시행
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가 인정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
여 반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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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장학금 안내
Ⅰ.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생 장학금
※ 모든 장학금은 중앙장학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함
장학금명

H
(특별
육성
장학금)

대상

장학금 내용

H약학인재4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각 군별로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H약학인재1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각 군별로
입학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계속수혜 성적기준 있음
∙입학당해학년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계속수혜 성적기준 있음

자매가 본교 학부 과정 재적중인 자

A
(나눔
장학금)

∙입학당해학기(1개 학기) 입학금 전액

A이화가족
(신청장학금)

모 또는 직계조모가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모와 직계조모가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기탁
장학금

∙입학당해학기(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H약학인재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고 입학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입학당해학기(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해당 소득분위를 판정받은 학생

∙등록금 일부

보훈장학금
(신청장학금)

지방보훈청의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로
인정받은 학생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보호장학금
(신청장학금)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학생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오정자약학
장학금

이화복지장학금
(신청장학금)

1. H약학인재4, H약학인재1, 오정자 장학생 선발은 ‘나’군의 경우 우선선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계속수혜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직전학기 과목 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3.70/4.30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학기에 취득한 학점기준이며 계절학기/영어·정보인증제/특별시험취득학점/훈련학점(채플) 등은 제외함
3.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의 경우에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릅니다. 장학생은 장학생 발표 시 안내되는 ‘장학
생 유의사항(장학금 지급 기준 포함)’을 반드시 읽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5. ‘신청장학금’은 별도의 지정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서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월 20일
(월) 경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학생처 장학복지팀 (학생문화관 203호)
• 신입생 장학금: 02-3277-2274, 2058

• 재학생 및 교외 장학금: 02-3277-2274, 2058, 2840, 7156,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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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명

성적
우수

가계
곤란

미래
도전
해외
교환
(연수)

봉사

학생
활동

대상

장학금액

단과대학 수석

직전 2개 학기 각각 과목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대학별 석차 수석인 학생

등록금 전액

단과대학 차석

직전 2개 학기 각각 과목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대학별 석차 차석인 학생

등록금 전액

전공 수석

직전 2개 학기 각각 과목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별 석차 수석인 학생

등록금 전액

최우수

직전학기 과목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각 대학의 학년별 석차 2% 이내인 학생

등록금의 1/2

우수

직전학기 과목낙제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각 대학의 학년별 석차 6% 이내인 학생

등록금의 1/4

이화복지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해당 소득분위를
판정받은 학생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또는 일부

이화플러스

정규등록 재학생 중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입생 포함)

80만원

옴부즈만

가계곤란으로 등록금 긴급지원이 필요한 정규등록생 및
학점등록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금에
대한 한 학기분 이자

자기 주도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약학과의
경우 9~11학기 정규등록생)

400만원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우수한 학생
(교수인솔, 단기파견, 해외탐사 등)

일정금액

특별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파견되는 학생

본교 등록금의 80%

선교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감이 있는 학생

일정금액

봉사

지역봉사(의료, 교육) 및 해외봉사 등 사회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

일정금액

면학장려금

교내 각 기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학생
(멘토링, 캠퍼스리더, 캠퍼스지키미 등)

일정금액

이화봉사
(진/선/미)

학생회 회장 및 임원, 교내 언론기관 대표 등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이화미래설계
해외연수
글로벌거점

단과 단과대학특성화 단과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대학
대학/전공에서 추천하는 리더십이 있거나 전공/학과 활동참여도
맞춤형 전공리더십
가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학생

일정금액
등록금 일부

고시장려금

국가고시준비반, 공인회계사반, 변리사반에 입실한 재학생 중
각 고시반 선발 학생

등록금 일부

합격장려금

국가고시(행정, 입법),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100만 원

교내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학생

시간당 8,500원

기타
근로
보훈

지방보훈청의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로 인정받은 학생

등록금 전액

보호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학생

등록금 전액

※ 위 장학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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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외 장학금
장학금명

한국
장학
재단

대상

장학금액

국가
(유형Ⅰ,Ⅱ)

소득 8분위 이하 가계곤란 정규등록 생

등록금 일부

국가근로

국가근로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
※ 학기중 근로: 교외 및 교내 기관
※ 방학중 집중근로: 교외 기관

교내부서: 시간당 8,350원
교외부서: 시간당 10,500원

교육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는 재학생

시간당 9,500원

다문화근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는 재학생

시간당 12,500원

푸른등대

소외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일정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 곤란한 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학업보조비 300만원

상경, 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교환학생
파견자격을 획득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교환학생 경비지원
아시아: 500만원
미국‧유럽: 700만원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

등록금 전액

송파재단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약학과 학생

등록금 전액

유한재단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약학과, 의학과 학생

등록금 전액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약학과 학생

등록금 전액

롯데장학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신라문화장학재단

종근당고촌재단

※ 이외에도 다수의 교외장학금 및 기탁장학금이 있음
※ 위 장학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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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제약학과 안내

산업제약학과 소개
• 본교 약학대학은 2011학년도부터 국내 유수의 제약 산업체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체가 요
구하는 제약분야의 특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산업제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제약학과는 ‘계약학과 전형(’가‘군)’을 통해서 선발하며, 총 10명을 모집합니다.
• 본교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제약 산업체는 추천 산업체에서 정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증명을 통하여 해당 산업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체, 연구기관 등 제약 관련 분야의 합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포함)에 한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자가 합격하게 될 경우, 등록금은
추천 산업체가 지급하게 됩니다.
• 산업제약학과 학생은 재학 중 추천 산업체에서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이후 추천 산업체에
서 일정기간(최소 3~5년) 근무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협약 안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 산업체는 본교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 조에서 같
다)의 제조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업체
2.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동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업체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의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고용보험기금(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지원 안내
• 본교 약학대학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교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제약 산업체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은 본교 산업제약학과 학생에게 지급한 등록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에서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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