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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정시모집
4차 이후 충원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1. 신입생 등록

납부기간: 2021년 2월 19일(금) 10:00~16:00

★등록금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셔야합니다★

가. 고지서 출력: 2021년 2월 19일(금) 오전 10시
    신입생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 부모님의 회사(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보안상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정에서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동안 신한은행 창구에서는 고지서가 없이 수험번호 조회로 납부 가능합니다.

나. 납부방법
  (1)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하여 본인 등록금 고지서 상의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송금합니다.
      ※ 가상계좌란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계좌이며 입금만 가능합니다.
        학교는 가상계좌번호로 등록을 확인하므로 입금 시 입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입금액은 
        고지서 상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2) 수취인(예금주)명은 이화여(본인명)로 표시됩니다. *예시: 이화여김이화
  (3)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하고자 하는 항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송금
     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금 이외의 기타납부금 항목은 선택사항입니다. (납부 시에는 등록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송금)

  (5) 인터넷뱅킹(토, 일 포함) 등의 경우에도 납부가능시간 내에만 이체 가능합니다. 
  (6) 신한은행 이외의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입니다. 
  (7)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8) ATM기 이용 시 등록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한은행 ATM기에서만 이체 가능합니다.
  (9) 신한은행 ATM기에서 「지로/공과금/등록금/송달료」메뉴를 선택하여 납부 시 이화여대 학교코드는
     ‘49802’를 입력합니다.

기타납부금 내용 문의처

건강공제회비
(23,200원)

납부자에 한해 해당학기(방학 포함) 대학건강센터 이용 가능
 (학기 중 대학건강센터 방문하여 별도 납부 가능)
▪ 무료 진료 
 - 일반진료, 약국이용, 건강검진, 상담클리닉 이용 
 -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 학기 중의 공지에 따라 신청 가능
▪ 실비 부담 진료 
 - 예방접종, 체성분 검사, 임상병리검사, 흉부X-선 촬영 등 

대학건강센터
02-3277-3181

학생회비
(7,000원)

학생회 운영 및 자치활동에 사용되며, 학생수첩은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받을 수 있음

총학생회
02-3277-4701~2

교지대
(3,000원)

학생 자치언론기구 ‘교지편집위원회’에서 매학기 발행하는 교지 ‘이화’ 제작에
사용됨

교지편집위원회
02-3277-7692

https://eureka.ewha.ac.kr/eureka/my/hs/dr/businessLogin.do?categ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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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액장학생의 납부방법(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
   - 장학금 감면 후의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경우, 기타납부금 항목만을 합산하여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등록합니다. 
   - 기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신한은행 전 지점 가능)
 
라. 수시예치금 납부 학생의 등록금 입금
   - 수시예치금 납부금액은 등록금 납부액에서 차감되어 고지되므로,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 수시예치금을 납부한 학생 중에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전액이 감면되어 고지(‘0원’)되며, 
     기납부한 수시예치금은 3월 중순에 환불처리 됩니다. 

마. 납부확인 
  (1) 신한은행 홈페이지 중간 우측 「간편서비스」→「대학등록금」→「대학등록금 납부조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신한은행 간편 납부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49802-이화여자대학교(신)’ 선택, ‘수험번호’, ‘납부가상계좌’, ‘이름’, ‘기간’을 입력하여 조회)
  (2) 신입생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확인
      신입생 인트라넷 납부확인서 출력하기☞
      (아이디: 수험번호,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2. 신입생 공식 오리엔테이션 안내

각 단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신입생 공식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가. [수시] 모든 신입생 / [정시] 수능전형 학과(학부)로 선발된 신입생, 예체능실기전형 및 기회균형전형 신입생

대학명 일자 장소 신청방법 및 추가 안내사항

인문과학대학 2.22.(월) 온라인(ZOOM) 2월 중 게시되는 인문과학대학 홈페이지 공지 참고

사회과학대학 2.17.(수) 예정 온라인(이메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메일 발송

자연과학대학 2.18.(목) 10:00 ZOOM
(온라인, 비대면)

참가신청 절차 없음
원서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로 ZOOM 참가방법 문자 안내

엘텍공과대학 2.19.(금) 10:30 온라인
별도 신청 없음
접속 주소는 추후 개별 SMS 안내 및 엘텍공대 홈페이지
(eng.ewha.ac.kr) 공지

음악대학 2.22.(월) 
13:00~18:00 온라인(ZOOM)

- 신입생 등록 완료 후 전화로 참여 여부 확인 및 신입생 
단톡방에서 구글폼으로 참여신청 받을 예정

- ZOOM 링크는 행사 당일 오전 신입생 단톡방에 안내 예정

조형예술대학 2.22.(월) 예정 온라인

2월 10일(수) 이전
조형예술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오리엔테이션 관련 상세사항 수록 예정 
(http://artndesign.ewha.ac.kr)

사범대학 2.18.(목) 온라인 2월 중 게시되는 사범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의과대학 2.17.(수) 10:00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진행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ZOOM 접속 주소 등은 추후 개별 SMS 안내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https://bank.shinhan.com/rib/easy/index.jsp#210600000000
https://eureka.ewha.ac.kr/eureka/my/hs/co/business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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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시] 계열별 통합선발(인문, 자연) 신입생

3. 정시모집 기회균형전형(농·어촌학생)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가. 지원 구분별 제출서류 
    [중·고교과정 6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졸업일자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전적 주소지가 모두 기재된 것) 각 1부.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졸업일자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전적 주소지가 모두 기재된 것)  1부.
나. 제출기한: 2021년 2월 19일(금)
다. 제출방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정시모집 담당자 앞 등기우송

대학명 일자 장소 신청방법 및 추가 안내사항

신산업융합대학 2.19.(금)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대학 홈페이지 공지
(학과별 안내사항 / 학생회 인터뷰영상 / 신입생환영영상)

경영대학 2.19.(금) 온라인(ZOOM) 2월 중 게시되는 경영대학 홈페이지 공지 참고

간호대학 2.22.(월) 10:00 온라인 진행
ZOOM 회의 참가 (https://ewha.zoom.us/j/86815205933)
회의 ID: 868 1520 5933
1월 말 간호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스크랜튼대학 2.17.(수) 비대면 추후 개별 안내, 스크랜튼대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
(학생회와 공동주관으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신산업융합대학 경영대학 간호대학 스크랜튼대학

호크마교양대학

* 각 대학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학명 일자 장소 신청방법 및 추가 안내사항

호크마교양대학
2.19.(금)

13:30
온라인 

진행(실시간)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입생 등록기간 마감 후 배정분반 및 참여링크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호크마교양대학 홈페이지→열린공간→ 
  정시모집 통합선발 입학생 공지사항 참고

http://my.ewha.ac.kr/liberal/
http://apple.ewha.ac.kr/
http://nature.ewha.ac.kr/
http://eng.ewha.ac.kr/
http://music.ewha.ac.kr/
http://artndesign.ewha.ac.kr/artewha/index.do
http://my.ewha.ac.kr/teachers/
http://www.ewhamed.ac.kr/
http://my.ewha.ac.kr/convergence/
http://biz.ewha.ac.kr/
http://nursing.ewha.ac.kr/
http://scrantoncollege.ewha.ac.kr/
http://hokma.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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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시모집 합격자 합격 포기

정시모집 입학전형 합격자 중 본교의 합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년 2월 19일(금) 12:00까지
「합격포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포기신청 바로가기☞ 

5. 신입생 장학금 안내

가.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제공되는 ‘신입생 E･W･H 장학금’의 선발여부는 합격자 조회 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제공되는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생 통지서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신청장학금 (A이화미래인재 장학금, A이화가족 장학금, 보훈 장학금) 
    장학금별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대상자에 한함)

     

다. 문의: 학생처 장학복지팀 
         - 신입생 장학금               ☎ (02)3277–2274, 2056, 2058
         - 국가장학금, 이화복지장학금   ☎ (02)3277–2274, 7156 

6. 기숙사 입사 지원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아래 안내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my.ewha.ac.kr/dorm)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청 기간(3차): 여석 발생 시 3월에 추가 모집 예정(추후 기숙사 홈페이지(http://my.ewha.ac.kr/dorm)에서 확인)
   ※ 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충원합격자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합격생 기숙사 
      신청 안내” 에 따라 기숙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신청 방법: 기숙사 홈페이지(http://my.ewha.ac.kr/dorm) → 입사지원 → 신입생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지원

다. 선발 방법: E-House 1~4인실 중 컴퓨터 추첨(방 배정 포함)이나 코로나19로 인해 1인1실 배정될 예정.
              배정 이후 사실 변경 불가

라. 입사자 발표: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추가 모집 공지문에서 확인(문의 기숙사 ☎ (02)3277-5905)  

마. 기숙사비 납부기간: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추가 모집 공지문에서 확인(문의 기숙사 ☎ (02)3277-5905)  
    ※ 고지서 출력 후 별도의 가상계좌로 납부(학교등록금 납부계좌와 다름/기숙사비 고지서인지 확인 후 납부할 것)
    ※ 기숙사비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식비 관련 사항은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신청장학금 안내 바로가기

https://pims.jinhakapply.com/GiveUp/Attention.aspx?Code=C09B5E246A
http://admission.ewha.ac.kr/enter/doc/board/noticeView.asp?p_board_idx=13489
http://admission.ewha.ac.kr/enter/doc/regular/noticeView.asp?p_board_idx=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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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숙사 지원 자격 (※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신입생은 별도 안내)
  (1) 2021학년도 신입생(등록금을 납부한 정규등록 학생으로 서울을 제외한 국/내외 전 지역 거주자에 한함)
     ※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본인 명의 주소를 기준으로 함
           - 해외 거주자의 경우: 본인 명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기준 
           - 부모 해외 거주, 학생 국내 거주: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거주 지역이 변경/확대될 수 있으며,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우선입사 대상: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별도 신청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학부신입 1차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후 결정)
  (3) 흉부 X선(폐결핵 및 폐렴 이상 여부 명시 필수) 검사 후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집단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전염성
     및 기타 질환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음)

사. 입사 제출 필수 서류 (입사 당일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입사가 허가되지 않음)
  (1)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지(음성): 본인 입사일 기준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검사결과만 인정
  (2) 거주 증빙: 2021. 1. 23.(토) 이후 발급된 서류
  (3) 출입국사실증명서: 2021. 1. 23.(토)부터 본인의 입사 전일까지 기간 중 출입국 내역이 보여야 함 
  (4) 흉부 X선 검사결과지 (폐결핵 및 폐렴 이상 여부 명시 필수): 2021. 1. 23(토)부터 촬영 및 발급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기숙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21-1)(학부신입)기숙사 지원안내문’을 참고 바람

아. 거주 기한: 2021학년도 겨울방학까지 거주가 보장됨. 
 ※ 기숙사 지원 시 2021학년도 1학기&2학기 거주는 자동 신청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본인이 신청해야
   거주 가능함(차후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유의 바람)
  (1) 여름방학 거주를 선택하고 중도에 변경할 경우 2022학년도 1학기 기숙사 지원 시 1차 지원이 불가하며, 

2차부터 지원 가능 (겨울방학 거주를 선택하고 중도에 변경할 경우는 2022학년도 1차 지원 불이익 없음)
  (2) 1학기 중도 퇴사하는 경우 방학과 2학기 거주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 

자. 입사일: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추가 모집 공지문에서 확인

차. 유의사항 
  (1)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 일정 및 기숙사 지원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http://my.ewha.ac.kr/dorm 접속 → 공지사항 게시판)
  (2) 선택한 거주 기간에 따라 혹은 기숙사 사정에 의해 학기별로 방 배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실 이동 

및 입퇴사 절차가 있을 수 있음
  (3) E-House는 한 유닛 안에 1~4인실 혼재되어 있음(여러 개의 방이 거실, 화장실, 샤워실을 공유하는 형태)
      ※ 홈페이지(http://my.ewha.ac.kr/dorm) → 시설안내 → 사실안내 → E-House 사진 및 평면도 참고
  (4) 학생증에는 출입 기능 및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학생증 없이는 기숙사 출입이 불가하므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 필히 발급해야 함
  (5) 입사 시 체온 측정이 있으며, 정상 체온 시에만 입사가 가능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사 불가

카. 문의: E-House 기숙사 사무실  ☎ (02)3277-5905

7. 신입생 학생증 신청 및 배부

가. 신청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나. 신청 및 수령 일정: 학생증은 건물출입, 출석체크 등에 필요하니 개강 직후 사용하려면 가급적 1차에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신청 수령
비고

일정 방법 및 시간 일정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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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
- 학생증의 체크카드 기능을 원하지 않는 학생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학생은 학생증 추가신청기간(3/22 이

후)에 학생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 지원서 사진이 학생증에 기본으로 인쇄 됨. 변경 필
요시 실물 사진 지참)

※ 신한 SOL앱 신청할 시 정보 오기로 신청 취소될 경우 SOL앱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신청 기간에만 학생증 신청 가능)

- 신한SOL 앱 설치 후 신청 (※"신한SOL 앱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프로세스” 안내 바로가기☞)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하며, 본인명의 계좌 인증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

상통화 시간은 평일/주말 09시~21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는 이화 학생증 신한 체크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를 사전 해지 후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함(본교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해당할 수 있음). 문의는 신한카드사로 해지 신청. 
- 1차, 2차 신청기간 안에 학생증 신청을 놓친 경우는 학생증 추가신청기간(3/22 이후)에 학생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규 발급은 무료).
- 1차, 2차 신청기간 안에 신청한 학생증을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학생증은 폐기처리 되며, 3/22부터 학생서비

스센터에서 학생증 재발급(비용 5,000원) 가능합니다.

라. 문의처
-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 (☎02-3277-2064/3233): 학생증 관련 일반 문의
- 신한은행 이화여자대학교지점(☎02-312-2623): SOL 앱 신청이 불가한 학생 혹은 은행 학생증 신청 관련 기타 문의

신청
구분

신청 수령
비고

일정 방법 및 시간 일정 시간 및 장소

1차 
신청

(개강 전)

2/8(월) 
~ 

2/18(목)

∙ 신한SOL 앱(App)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한SOL 앱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프로세스’
첨부파일 참조

(학번 혹은 수험번호 입력)

∙24시간 신청가능 
→비대면 영상통화 시간은 

평일/주말 9~21시 
사이에 가능

3/2(화)
~

3/31(수)

09:00 ~ 16:00 
월~금 

(공휴일 제외)

신한은행 
이화여대점

ECC B405호
(☎312-2623)

<신청>
∙ 체크카드 기능이 연동된 학생증만 발급 가능
∙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 반드시 비대면 영상통화 실명 확인 완료
∙ 신분증용 사진만 사용 가능
∙ 최초(신규) 학생증 발급은 무료

<수령>
∙ 본인 수령 원칙(대리 수령 불가/신분증 지참 필)
∙ 기간 내 학생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전
   학생증은 3주 보관 후 폐기 됨. 
∙ 3/22부터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재발급비 5,000원).

2차 
신청

(개강 후)

3/2(화)
~ 

3/12(금)

3/22(월)
 ~

4/9(금)

추가 신청
3/22(월)

~
3/26(금)

∙방문 신청
(학생서비스센터)
09:00 ~ 16:40 

월~금 (공휴일 제외)

3/29(월)
~

4/16(금)

09:00 ~ 16:40 
월~금 

(공휴일 제외)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
(☎3277-2064

/3233)

<신청 및 수령>
∙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학생증만 발급가능
   (체크카드 기능을 원할 경우 학생증 지참 후 
   은행 방문)
∙ 본인 수령 원칙(대리 수령 불가/신분증 지참 필)

<유의사항>
∙ 입학원서 사진이 학생증에 기본으로 인쇄 됨. 
   변경 시 실물 사진 지참.
∙ 추가신청 기간에 발급한 학생증 사진은 1차, 
   2차에 비해 해상도가 다소 낮을 수 있음
∙ 기간(~4/16) 내 학생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학생증은 폐기 됨. 
   (이후 재발급 비용 5,000원 발생.)

◎참고: 학생증 수령 전 도서관 출입 (중앙도서관, ☎02-3277-3129)
1) 개강일 전 : 등록금납부확인증 및 신분증 지참 

http://admission.ewha.ac.kr/upload/pdf/Shinhan_SOL_app_StudentCard_CheckCard_Process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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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입생 교과목 수강신청

신입생 등록금 납부 후 2021학년도 제1학기 교과목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수강신청 기간: 2021년 2월 23일(화) 09:00 ~ 2월 24일(수) 17:00
  (1) 수강신청 장바구니 사용기간: 2021년 2월 22일(월) 09:00 ~ 23:59     
  (2) 최대 15개까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후 수강신청기간에 활용 가능

나. 수강신청 오리엔테이션: 각 대학 학부 및 전공(학과)에서 실시 예정

다. 인터넷 수강신청 시스템 URL: http://sugang.ewha.ac.kr
  (1) ID: 수험번호
  (2)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예시:1995년3월3일생→950303입력)
     ※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대 홈페이지 화면 중간 배너에서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강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교무처 학적팀 ☎ (02)3277-2033

※ 수업교재 택배발송 및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문의처: 교내 서점(교보문고 이화여대점), 전화: 02-393-1641~3
  (2) 본교 내 ECC건물에 위치한 교내 서점(교보문고)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수업교재 일괄 택배배송 서비스 및 

매장 방문을 통한 바로드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http://www.kyobobook.co.kr/storen/StoreEventDetail.laf?eventId=12243&SITE=74
  (3) 그 외 본교 내 편의시설은 아래의 학교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www.ewha.ac.kr/ewha/life/amenities.do

9. 입학식 안내

2021학년도 입학식은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학교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학교 공식 Youtube 채널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ewhauniv)

문의: 교무처 수업지원팀 ☎ (02)3277-2025

   - 도서관 출입 및 자료열람 가능/자료대출 및 열람실 좌석발급 불가
   ※ 등록금납부확인서: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2) 개강일 후: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지참 
   - 도서관 출입, 자료대출, 열람실 좌석발급 등 모든 서비스 이용가능
   ※모바일 학생증 발급: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화여자대학교Home’>신분증 (IT센터, ☎02-3277-4777)

https://www.youtube.com/user/ewha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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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학년도 신입생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Ewha’ 안내

가.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0:45-11:30, 입학식 직후 
나. 내용: 토크로 알아가는 즐겁고 신나는 대학생활
다. 학교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
※ 문의: 학생처 학생지원팀 (☎ 02-3277-2054)

신입생 교양영어 필수 교과목으로는 College English, Advanced English 및 Writing and Discussion(스크랜튼
학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학점에 따라 학기별로 상이하게 운영
되므로 모든 신입생들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기초교양 필수 이수 교과목을 확인한 후 본인 소속 단과대학(학
과)이 지정된 이수 학기에 수강해야 합니다.  

가.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기초교양 중 필수 영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가 점검 사항
신입생들은 교양영어 필수교과목 수강을 위해 아래의 기준표와 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본인의 영어 수준을 파
악하고 수강에 필요한 영어수준을 예상해보기 바랍니다.
﹡ 교양영어 이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는 글로벌소통교육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epo.ewha.ac.kr/).

11. 신입생 교양영어 운영 안내

★ 'Welcome to Ewha'에 소개될 신입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이화 또는 대학 입학과 관련된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특이한 사연, 고민 등 어떤 내용이어도 좋

습니다. 

(ex. 특별한 계기로 이화를 선택한 사연, 4수 끝에 이화에 합격한 사연, 대학생활에 관한 고민 등)

 ▶ 사연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 2021. 2. 7(일) 자정 까지

    - 보내실 곳 : student@ewha.ac.kr (이메일 신청) 

    - 메일 제목 표시 : “2021 Welcome to Ewha 신입생 사연“

    - 보내실 내용 : 사연(A4 한 장 이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학과), 이름, 

                   연락처(베스트 사연 선정 시 연락을 위하여 사용됨)

 ▶ 베스트 사연 선정 시 특전

  ① 2021학년도 ‘Welcome to Ewha’에서 사연 소개

  ② 소정의 상품 증정

일반교양 영어필수 교과목 일반 및 융복합 교양 기타 영어 교과목

College English(10098) Advanced English(10099) Essential English(10901) 기타 교과목

이수 
대상

각 단과대학(전공)에 따라 
College   English가 지정 
학기 이수 대상인 자

 
각 단과대학(전공)에 따라 
Advanced   English가 지정 
학기 이수 대상인 자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
부생의 경우: Advanced 
English 대신 Writing and 
Discussion(10840) 이수

College English, 
Advanced   English 과목 
수강을   위해 자가 점검 
사항에 따라 Essential 
English 수강을   원하는 자

Academic English, Current Issues, 
Business and Technical   English, 
Speech and Presentation, Cinema Arts 
and English, Critical Reading   and 
Thinking, World Women through 
English,    Research Writing, Rhetoric 
and Composition, Special Topics in 
English,   Middle Eastern Political 
Theology, Contemporary Photography, 

https://www.youtube.com/user/ewha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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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llege English 및 Advanced English 수강 면제 안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신입생들은 College English 또는 Advanced English 교과목의 학점을 자동 이수
(수강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국제학부, 스크랜튼학부는 (5) 참조).  

 
(1) iBT TOEFL 성적 면제 기준  (2019년 3월 1일 이후 성적만 유효) 
   가) College English : iBT TOEFL 성적 105 이상 115 미만 
   나) Advanced English : iBT TOEFL 성적 115 이상
     * ‘My Best Scores’ 인정
(2) IELTS 성적 면제 기준  (2019년 3월 1일 이후 성적만 유효)
   가) College English : IELTS 성적 7.5 이상 8 이하 
   나) Advanced English : IELTS 성적 8.5 이상 

* IELTS 시험의 Paper와 Computer 시험 모두 제출 가능(아카데믹 모듈만 인정)

 * 2월 16일(화)까지 성적을 제출한 학생들에 한하여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전에 면제 승인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16일(화)   
   이후에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면제 승인 처리를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21.3.2~3.8)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iBT TOEFL 또는 IELTS 성적소지자는 신청기간에 접수한 경우에만 수강 면제자격이 주어집니다.
 (4) 해당 iBT TOEFL 또는 IELTS 성적이 없는 경우, 외부면제시험을 통하여 위 iBT TOEFL 면제 기준에 준하는  
    성적이 나오면 수강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제학부를 제외한 모든 신입생 신청 가능. 면제를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응시. 신입생 필수 응시 아님. 응시료: 52,000원, 시험은 약 4시간 소요).
    외부면제시험은 iBT TOEFL처럼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으로 구성됩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대면(오프라인) 응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면(오프라인) 시험은  
    온라인 시험 응시를 위한 장비 결여 등으로 온라인 응시가 불가한 학생들을 위하여 외부고사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개인 일정에 따라 1차 또는 2차 중 한 회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응시는 불가합니다.

   

외부면제시험 일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1차: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시작
  2차: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시작 (*)

신청기간   1차: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13시 ~ 2월 9일 화요일 17:00 까지 
  2차: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오후 13시 ~ 2월 18일 목요일 23:59 까지 

대면(오프라인) 시험 장소   조선일보 광화문센터 iBT TOEFL 시험장

신청방법   글로벌소통교육실 홈페이지(http://epo.ewha.ac.kr/)에서 
  하단 배너를 통하여 신청

    * 2차 시험은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이후 시험 결과가 처리되므로, 2차 시험 응시자는 필히 수강신청 기간에 필수 교양영어  
     수강신청을 미리 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면제자에 한하여 면제 승인 처리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21.3.2~3.8)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pics in Multiethnic   American 
Literature, Literary Themes in Films, 
Reading American Popular Culture   in 
the Digital Age

수강에 
필요한 
예상 
수준

수능 영어영역 1~4등급 수능 영어영역 4등급 미만 

면제 
기준

아래 [나. College English 및 Advanced English 수강 면제 
안내] 참조

위 교과목은 필수 이수 교과목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 교과
목이 아님

iBT TOEFL / IELTS
면제 신청기간 2021년 2월 2일(화) 10:00 ~ 2021년 2월 23일(화) 16:00

신청방법
iBT TOEFL 또는 IELTS 성적표 원본을 스캔한 후 PDF 파일을 글로벌소통교육실 
이메일(epo@ewha.ac.kr)로 제출. 
메일 본문에 [단과대/학과, 수험번호, 본인 이름, 연락처]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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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학부는 수강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스크랜튼학부는 College English만 수강 면제 가능합니다.
(6) College English, Advanced English 면제대상자는 수업이 면제되고 A+ 성적을 부여 받습니다. 
   (수강 면제대상자는 지정된 학기에 면제 과목 학점(3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7) College English, Advanced English 면제 신청학점은 영어인증학점*을 포함하여 총 6학점 이내만 인정   
  가능합니다. (*영어인증제: 공인영어성적으로 특별학기 3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문의: 학적팀)

다. 문의: 글로벌소통교육실 (구.교양영어실) (☎ 02-3277-6964, E-mail: epo@ewha.ac.kr)

가. 장애학생은 학습지원, 생활지원, 진로지원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수강신청, 도우미 배정,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장애학생 장학금, 상담지원 등

나. 신입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1)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3:30~14:00(오리엔테이션), 14:00~17:00(개별 상담)
  (2) 장소: 온라인 개최
  (3) 참석대상: 신입 장애학생 및 학부모
  (4) 내용: 장애학생 지원 제도 소개, 특별수강신청, 도우미 등 요청사항 접수, 개별 상담

다. 문의: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02)3277-2184 E-mail: support@ewha.ac.kr, http://support.ewha.ac.kr, 
학생문화관 107-2호

12. 장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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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행정부서 안내 ◈

업무 부서명 전화번호 위치

입학관련 총괄 입학처 입학팀 02)3277-7000 입학관 1층

각 대학 행정실

인문과학대학 02)3277-2128~9 동창회기념관 127호
(생활환경관 지하 1층)

사회과학대학 02)3277-3580 이화ㆍ포스코관 210호

자연과학대학 02)3277-2282, 4300 종합과학관 B동 311호

엘텍공과대학 02)3277-3533, 3537 신공학관 367호

음악대학
건반/관현/성악/작곡/한국음악과 02)3277-2403 음악관 117호

무용과 02)3277-2572 체육관 C동 203호

조형예술대학 02)3277-2483~4 조형예술관 A동 201호

사범대학 02)3277-2613 교육관A동 314호

경영대학 02)3277-3916, 3915, 3543 이화ㆍ신세계관 309호

신산업융합대학 02)3277-2554 체육관C동 207호

의과대학 02)3277-1951 종합과학관 D동 B102호

간호대학 02)3277-2873, 2875, 2876 헬렌관 104호

스크랜튼대학 02)3277-3654 국제교육관 707호

호크마교양대학 02)3277-6976 ECC B323-2호

장학금 학생처 장학복지팀

신입생 장학금
02)3277-2274, 2056, 2058

학생문화관 203호
국가장학금, 이화복지장학금

02)3277-2274, 7156

학자금 대출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2840 학생문화관 203호

학생증 학생처 학생지원팀 학생서비스센터 02-3277-2064, 3233 ECC B303호

수강신청 교무처 학적팀 02)3277-2033 본관 108호

신입생 교양영어 글로벌소통교육실 02)3277-2165, 6964 ECC B115호

기숙사 기숙사 사무실 02)3277-5905 E-House 202동 B278호

등록금납부 안내 총무처 회계팀 02-3277-2089 본관 2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