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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전기� 2차� 모집�일반대학원�수험생�유의사항�

Ⅰ.� 입학전형�일정

� � � 1.� 일� � 자:� 2018.� 1.� 13(토)

� � � � � � ※� 음악학부�및� 무용학과�지원자�별도� 전형� 진행

� � � � � � � � � 전형일� :� 2018.� 1.� 11(목)

� � � 2.� 준비물:� 신분증과�수험표를�반드시�지참하십시오.

� � � 3.� 학과별�전형시간�및�대기�장소(전형시간� 20분전까지�대기�장소에�반드시�입실하십시오)

학과 과정 수험번호 시간 대기장소

중어중문학과 전체 전원 � 10:00 인문관� 201

영어영문학과 전체 전원 � 11:00� - 학관� 410

불어불문학과 전체 전원 � 08:50� - 학관� 305

기독교학과
석사 전원 11:00� -� 11:15

인문관� 103
박사 전원 11:15� -� 12:00

철학과

석사 07101001 � 10:30� -� 11:00

학관� 306-2� 앞�복도석사 07101002 11:00� -� 11:30

박사 전원 11:30� -� 12:00

미술사학과 전체 전원 � 10:00� - 인문관� 104

정치외교학과 전체 전원 � 10:30� - 포스코관� 259

행정학과 전체 전원 � 11:00� - 포스코관� 658

경제학과 전체 전원 � 11:00� - 포스코관� 352

문헌정보학과 전체 전원 � 10:00� -� 포스코관� 356

사회학과 전체 전원 � 10:30� -� 포스코관� 365

사회복지학과
석사 전원 � 09:00� -� 09:40

포스코관� 358
박사 전원 09:40� -� 09:56

심리학과 전체 전원 � 10:00� -� 12:00 포스코관� 453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 전원 � 09:00� -� 10:00

포스코관� 563
박사 전원 10:00� -� 11:00

여성학과 전체 전원 � 11:00� - 포스코관� 367

아동학과
석사 전원 � 11:20� -� 11:50

생활관� 404
박사 전원 11:00� -� 11:20

북한학과 전체 전원 � 10:00� -� 10:30 포스코관� 260

교육학과
석사 전원 � 09:30� -� 09:45

교육관� a동� 313
박사 전원 09:45� -� 10:45

유아교육학과
석사 전원 � 09:30� -� 10:00

교육관� b동� 655
박사 전원 10:00� -� 10:20

초등교육학과 전체 전원 � 09:00� - 교육관� a동� 411

교육공학과 전체 전원 � 09:00� -� 09:15 교육관� a동� 406

특수교육학과 석사 전원 � 09:30� -� 09:45 교육관� b동�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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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과정 수험번호 시간 대기장소

특수교육학과 박사 전원 09:50� -� 10:00 교육관� b동� 652

영어교육학과 전체 전원 � 09:00� -� 12:00 교육관� a동� 402

사회과교육학과 전체 전원 � 09:30� -� 교육관� a동� 418

언어병리학과 전체 전원 � 09:30� -� 10:40 교육관� b동� 251

법학과 전체 전원 10:00� -� 11:30 법학관� 202　

경영학과
석사 전원 09:10� -� 10:00

이화� 신세계관� 312
박사 전원 09:00� -� 09:10

융합콘텐츠학과 전체 전원 11:00� -� 12:00 이화� sk텔레콤관� 403

국제사무학과 전체 전원 09:15� -� 10:03 이화� 신세계관� 304

음악치료학과 전체 전원 � 10:00� -� 10:30 대학원관� 307

수학과 전체 전원 � 10:30� - 종합과학관� a동� 317

통계학과 전체 전원 09:00~　 종합과학관� b동� 513

화학.나노과학과 전체 전원 � 10:00� -� 10:30 종합과학관� d동� 302-2

생명과학과 전체 전원 � 11:30� -� 종합과학관� c동� 103

약학과 전체 전원 � 10:00� -� 약학관� b동� 402

제약산업학과 전체 전원 � 10:00� -� 약학관� b동� 402

수학교육학과 전체 전원 � 10:00� -� 교육관� b동� 460-1

융합보건학과

석사 전원 � 10:00� -� 10:30

ECC� b136박사 전원 10:30� -� 11:00

통합 전원 11:00� -� 11:30

간호과학과 전체 전원 09:30� -� 11:00 헬렌관� 116

식품영양학과
석사 전원 09:40� -� 10:10

생활관� 609
박사 전원 09:30� -� 09:40

의과학과 전체 전원 09:00� -� 의학관� a동� 103

뇌·인지과학과 전체 전원 � 09:00� -� 10:00 국제교육관� 601

음악학부
(1/11.목)

피아노 전체 전원 � 09:20� -� 11:30 음악관� 600

오르간 전체 전원 � 09:30� -� 11:00 음악관� 119

피아노�반주 전체 전원 � 10:45� -� 11:30 음악관� 600

관현악 전체

6510A001�
~�

6510A005
09:30� -� 09:55

음악관� 327
6510C001�
~� 6510I001

09:55� -� 10:10

성악 전체 전원 � 10:00� -� 12:00 음악관� 416

작곡(작곡,음악이론)
석사(필기) 전원 � 09:00� -12:00 음악관� 120

석사(면접) 전원 13:00� -� 14:00 음악관� 316

한국음악 전체 전원 � 10:30� -� 11:30 국악관현악실

조형예술
학부

서양화 전체 전원 � 10:00� -� 조형예술관� a동� 316

조소 전체 전원 � 10:30� -� 11:00 조형예술관� a동� 107

도자예술 전체 전원 � 10:00� -� 조형예술관� b동� 308

디자인 시각디자인 전체 전원 � 13:00� -� 14:00 조형예술관� c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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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형에�결시하면�불합격입니다.

※� 전형일에는�대중교통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Ⅱ.� 합격자� 발표

� � 1.� 일� 시� :� 2018.� 1.� 26.(금)� 예정

� � 2.� 장� 소� :� 입학처�홈페이지� (http://admission.ewha.ac.kr)

� � ※� 별도의�개별통지는�하지�않습니다.

학과 과정 수험번호 시간 대기장소

학부
패션디자인 전체 전원 � 12:00� -� 12:30 조형예술관� c동� 303

색채디자인 전체 전원 � 10:00� -� 국제교육관� 1301

의류산업학과 전체 전원 � 09:00� -� 생활관� 214-1

무용학과
(1/11.목)

전체 전원
� 09:30� -�

(입실완료)�
구체육관� 202

의학과 전체 전원 � 09:00� - 의학관� a동� 103

지역연구�협동과정 전체 전원 � 10:30� -� 10:40 대학원관� 303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전체 전원 � 10:00� -� 12:00� 법학관� 231　

영재교육�협동과정 전체 전원 � 10:00� -� 교육관� b동� 462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전체 전원 � 09:10� -� 09:20 대학원관� 303

빅데이터분석학�협동과정 전체 전원 � 10:50� -11:10 대학원관� 303

피부응용과학�협동과정 전체 전원 � 11:00� - 약학관� b동� 402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전체 전원 � 14:00� -� 14:30 포스코관� 261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전체 전원 � 10:30� -� 11:00 신공학관� 159

컴퓨터공학과 전체 전원 � 10:00� -� 10:30 아산공학관� 221-2

전자전기공학과 전체 전원 � 11:00� -� 11:30 아산공학관� 421

화학신소재공학과
석사 57101001 � 11:00� -� 11:15

신공학관� 154
석사 57101002 11:20� -� 11:35

식품공학과 전체 전원 � 11:00� -� 11:30 신공학관� 153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전체 전원 � 10:00� -� 11:00 신공학관� 152

환경공학과
석사 전원 � 10:30� -� 11:00

신공학관� 552
통합 전원 � 10:00� -� 10:30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전체 전원 � 09:00� -� 10:00 신공학관�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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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국어국문학과 3277-2140 법학과 3277-2734 식품공학과 3277-4212

중어중문학과 3277-2151 경영학과 3277-2777 화학신소재공학과 3277-3511

영어영문학과 3277-2156 융합콘텐츠학과 3277-3362 음악학부 3277-2432

불어불문학과 3277-2176 국제사무학과 3277-2784 동양화전공 3277-2486

독어독문학과 3277-2186 음악치료학과 3277-6917 서양화전공 3277-2494

기독교학과 3277-2195 수학과 3277-2290 조소전공 3277-2502

철학과 3277-2205 통계학과 3277-2299 섬유예술전공 3277-2509

사학과 3277-2215 물리학과 3277-2318 도자예술전공 3277-2526

미술사학과 3277-2108 화학ㆍ나노과학과 3277-3420 예술학전공 3277-3848

정치외교학과 3277-2760 생명과학과 3277-2352 공간디자인전공 3277-2515

행정학과 3277-2752 생명ㆍ약학부 3277-3086 시각디자인전공 3277-2514

경제학과 3277-2770 약학과 3277-3003 산업디자인전공 3277-2513

문헌정보학과 3277-2226 제약산업학과 3277-3003 패션디자인전공 3277-2520

사회학과 3277-2242 과학교육학과 3277-2685 영상디자인전공 3277-2521

사회복지학과 3277-2251 수학교육학과 3277-2703 색채디자인전공 3277-3935

심리학과 3277-2637 융합보건학과 3277-2578 의류산업학과 3277-3074

소비자학과 3277-4374 간호과학과 3277-2873 무용학과 3277-2572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3277-2233 식품영양학과 3277-3085 체육과학부 3277-2557

여성학과 3277-2107 에코과학부 3277-3868 의학과 2650-5705

아동학과 3277-4375 의과학과 2650-5705 지역연구 3277-3088

북한학과 3277-3638 바이오융합과학과 3277-3086 생명윤리정책 3277-4149

교육학과 3277-2611 뇌∙인지과학과 3277-6701 동아시아학연구 3277-3088

유아교육학과 3277-2624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3277-4759 영재교육 3277-6630

초등교육학과 3277-2631 컴퓨터공학과 3277-2305 다문화ㆍ상호문화 3277-3088

교육공학과 3277-2670 사이버보안학과 3277-2305 에코크리에이티브 3277-3868

특수교육학과 3277-2678 전자전기공학과 3277-2391 바이오정보학 3277-3088

영어교육학과 3277-2647 건축학과 3277-2397 빅데이터분석학 3277-3088

사회과교육학과 3277-2657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3277-2435 행동사회경제학 3277-3088

국어교육학과 3277-4210 환경공학과 3277-2381 피부응용과학 3277-3003

언어병리학과 3277-2120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3277-2433 사회적경제 3277-4081

� � �학과(학부)사무실�전화번호�안내

http://enter.ew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