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및 합격통지서 출력
  가. 출력기간: 2022. 9. 2.(금) ~ 2023. 2. 28.(화) 
  나. 출력방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ewha.ac.kr)에서 출력
 
2. 신입생 온라인 문서등록

  가. 문서등록 기간: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

  나. 문서등록 방법: 문서등록 기간에 공지될 온라인 문서등록 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수험번호, 
이름을 입력하여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완료 및 「문서
등록확인서」 출력

  다. 등록 유의사항
  1) 본교 또는 타교의 수시모집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온라인 문서

등록 기간 내에 1개교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하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교 및 타교의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문서등록을 완료한 합격생도 최종 등록기간(2022. 2. 7.(화) ~ 2. 9.(목))내에 등록금을 납
부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처리됩니다.

  3) 합격자 중 본교의 합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년 12월 15일(목) 17:00까지 
등록포기각서(양식은 <제출서식> 메뉴 확인)를 입학처 이메일(admission@ewha.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서류 제출 안내(등기우편만 가능)
  가. 등록생 중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17일(금)까지 반드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등록자 중 원서 접수기간 이후 해외에서 재학한 최종 학기를 반영

하여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출입국사실
증명서, 해외근무자 제출서류를 2023년 2월 17일(금)까지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생 중 원서접수 시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성적·졸업증명서, 재직(경
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납부이력, 해외세금납부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미제출한 학생은 2023년 
2월 17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문서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문서등록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합격자 중 AP, ACT 공인성적표를 제출한 모든 학생은 2023년 2월 17일(금)까지 해당기관
(College Board / ACT 등)으로부터 본교 입학처에 공식성적표가 도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Score Reporting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TOEFL, SAT 성적은 본교에서 기관조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함

     

AP Score Reporting ACT Score Reporting 

<기관코드>

Name of Institu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stitution Code: 6204

Department Code: 00

<기관코드>

Recipient Name: Ewha Womans

University

Center Code: 7934

<Address> Office of Admission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Republic of Korea

 
4. 기숙사 입사 안내
  가. 입사신청: 2022. 12. 7.(수) ~ 2022. 12. 16.(금)
  나. 신청방법: 입학처로 등기우편 제출
  다. 입사자격: 부모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
  라. 제출서류  
     1) 입사신청일 현재 부모 모두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2022년 12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
     2) 입사지원신청서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제출서식 메뉴 확인)
  마. 거주보장기간: 입학 해당년도 최대 1년 (2023-1학기/2023-여름/2023-2학기/2023-겨울) 
      ※ 2024-1학기부터는 일반 입사자로 지원하여 선발되어야만 거주할 수 있음
  바. 입사안내: 제출서류 검토 후 개별 통보
 
5. 수강신청, 입학식 등에 관한 안내 
2023년 1월 중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될 ‘2023학년도 입학전형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http://admission.ewha.ac.kr, admission@ewha.ac.kr (02)3277-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