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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Please attach
a recent
photo.

Application

최근 사진

온라인 접수 후 인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INT OUT AND SUBMIT AFTER ONLINE APPLICATION.

► 지원과정/지원전공 APPLYING PROGRAM/MAJOR
시작학기
For the term beginning

 봄학기(3월1일) Spring(March 1st)
 가을학기(9월1일) Fall(September 1st)
 학부신입 Undergraduate Freshmen

지원과정
Applying Program

 학부편입 Undergraduate Transfer
 대학원석사 Master’s Program
 대학원박사 Doctoral Program
 대학원석박통합 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지원전공
Applying Major
* 지원가능전공은 모집요강 참조.
Please refer to the admissions guide for
applicable major

[학부 지원자] Undergraduate Applicant
제1지망전공 1st Choice major
제2지망전공 2nd Choice major
[대학원 지원자] Graduate Applicant
지원전공Major
지원세부전공 Specialization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영문이름 Name in English

(Last/Family)

* 여권 또는 다른 공식문서와

(Given)

동일하게 기재 Enter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passport or other official
document.

(Middl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월/일/년)
Date of Birth (mm/dd/yyyy)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없으면 빈칸)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any)

여권번호 (해당 없으면 빈칸)
Passport Number (if any)

한국비자종류 (해당 없으면 빈칸)
Visa Status (if any)

한국비자만료일자 (해당 없으면 빈칸)
Visa Expiration Date (if any) (mm/dd/yyyy)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전화번호1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Telephone 1 (CountryCode/AreaCode/Number)

국가 Nation

도시City

상세주소 Number and Street
전화번호2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Telephone 2 (CountryCode/AreaCod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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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번호1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Cellphone 1 (CountryCode/AreaCode/Number)

휴대번호2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Cellphone 2 (CountryCode/AreaCode/Number)

► 가족정보 FAMILY INFORMATION
아버지 성명
Father’s name in English

아버지 국적
Father’s Nationality

어머니 성명
Mother’s name in English

어머니 국적
Mother’s Nationality

지원자 결혼여부
Applicant’s Marital Status

 비혼 Single

 기혼 Married

► 학교정보 SCHOOL INFORMATION
학부지원자만 기입 Undergraduate Applicants

학부(신입학, 편입학) 지원자만 기입 For Undergraduate (Freshman, Transfer) Applicants Only
재학중인 고등학교 (혹은 졸업한 고등학교)
High School currently attending (or from which you graduated)
입학날짜 (월/일/년)
Date of Entry (mm/dd/yyyy)

졸업날짜 (월/일/년)
Date of Graduation (mm/dd/yyyy)

수업언어
Language of Instruction

전화번호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Telephone 1 (CountryCode/AreaCode/Number)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인터넷웹사이트 Website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국가 Nation

도시City

상세주소 Number and Street

학부(편입학) 지원자만 기입 For Undergraduate (Transfer) Applicants Only
재학중인 대학교 (혹은 최종적으로 졸업한 대학교)
University(or college) currently attending or last attended
입학날짜 (월/일/년)
Date of Entry (mm/dd/yyyy)

졸업날짜 (월/일/년)
Date of Graduation (mm/dd/yyyy)

대학 유형 University(or college) Type

 4년제 4 years

전공 Major

취득예정학위
Degree earned or expected

수업언어
Language of Instruction

 2~3년제 2-3 years

전화번호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Telephone 1 (CountryCode/AreaCode/Number)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인터넷웹사이트 Website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도시City

국가 Nation
상세주소 Number and Street

1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한 경우 기입, 최근에 등록한 대학이 위에 오도록 기입If you have attended more than one University
(or college), please list.(List all Universities/Colleges you have attended, listing first the one in which you are currently en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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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ance Period 재학기간 mm/dd/yyyy ~ mm/dd/yyyy

City 도시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

_ 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

_ _

Country 국가

► 학교정보 SCHOOL INFORMATION
대학원 지원자만 기입 Graduate Applicants

대학원(석사,박사,석박통합) 지원자만 기입 For Graduate (Master’s, Doctoral, Master’s&Doctoral) Applicants Only
재학중인 대학교 (혹은 최종적으로 졸업한 대학교)
University(or college) currently attending or last attended
입학날짜 (월/일/년)
Date of Entry (mm/dd/yyyy)

졸업날짜 (월/일/년)
Date of Graduation (mm/dd/yyyy)

대학 유형 University(or college) Type

 4년제 4 years

전공 Major

취득예정학위
Degree earned or expected

수업언어
Language of Instruction

 2~3년제 2-3 years

전화번호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Telephone 1 (CountryCode/AreaCode/Number)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인터넷웹사이트 Website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도시City

국가 Nation
상세주소 Number and Street

1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한 경우 기입, 최근에 등록한 대학이 위에 오도록 기입If you have attended more than one University
(or college), please list.(List all Universities/Colleges you have attended, listing first the one in which you are currently enrolled.)
College/University 대학교

Major(s) 전공

Attendance Period 재학기간 mm/dd/yyyy ~ mm/dd/yyyy

City 도시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

_ 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

_ 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

_ _

대학원(박사) 지원자만 기입 For Graduate (Doctoral) Applicants Only
재학중인 대학원 (혹은 최종적으로 졸업한 대학원)
Graduate school currently attending or last attended
입학날짜 (월/일/년)
Date of Entry (mm/dd/yyyy)

졸업날짜 (월/일/년)
Date of Graduation (mm/dd/yyyy)

전공 Major

취득예정학위
Degree earned or expected

수업언어
Language of Instruction

전화번호 (국가번호/지역번호/번호)
Telephone 1 (CountryCode/AreaCode/Number)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주소 Address

인터넷웹사이트 Website
우편번호 Zip Code
도시City

국가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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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Number and Street

1개 이상의 대학원에 재학한 경우 기입. If you have attended more than one Graduate School, please list.
Graduate School 대학원

Major(s) 전공

Attendance Period 재학기간 mm/dd/yyyy ~ mm/dd/yyyy

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City 도시

______________

_

Country 국가

_ _

► 어학자격 LANGUAGE REQUIREMENTS
수험번호
Registration Number

 TOPIK

시험(예정)일 (월/일/년)
(mm/dd/yyyy)
(Expected) Date of Exam

등급
Level

한국어
Korean

수료(예정)일 (월/일/년) (mm/dd/yyyy)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

(Expected) Date Completion

Level 4 or above from Ewha Korean Language Center Intensive Program
수험번호
Registration Number
영어
English

성적
Score

시험일 (월/일/년)
Date of Exam (mm/dd/yyyy)

등급
Level

성적
Score

 TOEFL(ibt)
 TOEFL(PBT)
 IELTS
 TEPS

► 추천인 정보 RECOMMENDATION
영문이름
Name in English

소속기관
Institution

직위
Title

이메일
E-mail

지원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applicant

지원자의 서명 APPLICANT’S SIGNATURE/CERTIFICATION OF ACCURACY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is my own work, factually true and honestly presented.

위의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mm/dd/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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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추가자료
Application Supplement
영문이름 Name (in English)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mm/dd/yyyy)
지원과정 Applying Program
[학부 지원자] Undergraduate Applicant
제1지망전공 1st Choice major
지원전공 Applying Major

제2지망전공 2nd Choice major

[대학원 지원자] Graduate Applicant
지원전공 Major

지원세부전공 Specialization

유의사항 NOTE
►입학지원서 추가자료는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
각하여 정직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The Application Supplement helps the university learn more about you as an i
ndividual. Please write the statement on facts.
►‘1. 자기소개’, ‘2. 학업계획’은 제시된 항목에 따라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는 에세이입니다.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작
성하여야 합니다. ‘1. Personal Statement’ and ‘2. Study Plan’ are essays. Please express your thoughts in writing acc
ording to the proposed items. These essays are mandatory for all applicants.
►‘3. 학업능력’, ‘4. 언어능력’, ‘5. 수상 및 활동실적’은 각각에 대해 본인의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항목만 작성합니다. ‘3. Academic Ability’, ‘4. Language Pr
oficiency’, ‘5. Activities’ need to be accompanied by some documentary evidence along with a brief explanation for
each item. These are optional. Please submit if any.
►‘6. 기타사항’은 입학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Others’ helps the university support applicants in case you receive our admission. These essays are mandatory f
or all applicants.

지원자의 확인서약 APPLICANT’S CERTIFICATION OF ACCURACY
입학지원서 추가자료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Supplement is my own work, factually true and honestly present
ed.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mm/dd/yyyy)

1. 자기소개 PERSONAL STATEMENT

For All Applicants(Mandatory)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해도 됩니다.
Please write a statement clearly and in detail on one (or more) of the listed topic below. If needed, you may attach yo
ur statement on separate sheets.
□ 자신의 성장과정 중 실패, 고난, 역경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쓰세요.
Discuss the disappointments, failure, or risks in your life so far and your responses to them.
□ 개인, 사회(국가), 국제적 차원에서의 관심주제(이슈)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쓰
세요. Describe some issue of personal, local, national, or international concern and its importance to you.
(Only in Korean or in English)

2. 학업계획 STUDY PLAN

For All Applicants(Mandatory)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Please write a statement clearly and in detail including all of the listed topic below. If needed, you may attach your
statement on separate sheets.
□ 대학 (혹은 대학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특히 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쓰세요. Descri

be your study objectives, and give your reasons for wanting to pursue them at Ewha Womans University.

□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하여 본인의 관심사, 학업 경험 등을 쓰세요.

Be specific about your major field and your specialized interests, academic experiences within this field.

□ 입학 후에 공부하고 싶은 세부 분야나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쓰고, 이것이 이전의 공부 경험과 미래의 목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쓰세요.
Describe the kind of program you expect to undertake, and explain how your study plan fits in with your previous
training and your future objectives.
□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의 계획을 쓰세요. Describe your plan after you graduate Ewha Womans University.
(Only in Korean or in English)

3. 학업능력 ACADEMIC ABILITY
본인의 학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성적, 고등학교 졸업학력조사 및 대학진학평가 성적)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업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Please present documents validati
ng your academic ability (e.g. secondary or university transcript, secondary school graduation examination, college en
trance examination) and explain your academic excellence.
►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원) 성적
Secondary School Transcript, University(or Graduate School) Transcript
국가명

학교명

Country

Name of School

취득성적/만점
Score/Full Score

For All Applicants
(Mandatory)

취득성적(등수)
Rank/Total Number of
Students (or Percentile)

참고사항
References (e.g Dean’s list)

►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사, 대학진학평가
Secondary School Graduation Examinatio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 시험종류는 ①정부주관 공식시험(국가 단위), ②정부주관 공식시험(주 단위), ③고등학교 주관시험 ④대학교 주관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세요. Please write one of the following examination type among ① Publicly certified test by government(National Level)
②Publicly certified test by government(Province/State Level) ③Test administered by the high school ④University held examination

국가명

시험명

Country

Name of Examination

취득성적/만점
Score/Full Score

취득성적 등수
Rank/Total Number of
Students (or Percentile)

시험종류*
Type of Examination*

※ 성적표 원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추후 재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의 경우, 본교/발급기관의 원본확인을 받은 사본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
하면, 이를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Attach a copy of the transcript/test scores which has Ewha/issuing organization/embassy’s confirmation of its au
thenticity.

위에 작성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Briefly explain your excellence in academic ability on above data. (Only in Korean or in English)

4.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

For All Applicants(Mandatory)

본인의 언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TOPIK, TOEFL, IELTS, TEPS 등 공인어학성적, 한국어연수 등)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어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Please present documents validating your la
nguage proficiency (e.g. Standardized Test such as TOPIK, TOEFL, IELTS, TEPs, etc,.Korean Language Program) and
briefly explain your language excellence.
► 공인어학성적 Standardized Test
시험종류

수험번호

시험(예정)일 (월/일/년) (mm/dd/yyyy)

등급

성적

Name of Institute

Registration Number

(Expected) Date of Exam

Level

Score

► 한국어 연수 Korean Language Program
※ 최종 한국어연수기관을 적어주세요. Please write the most current institute attended.

연수기관 Name of Institute
연수기관 지역 Location of Institute (e.g Seoul, Korea)
연수기간 Period of Study (mm/dd/yyyy~ mm/dd/yyyy)
현재등급 Level of Class (Current)
※ 성적표(또는 출석표) 원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본교/발급기관의 원본확인을 받은 사본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Attach a copy of the test scores(or record of attendance) which has Ewha/ issuing organization’s confirmation of its authenticity.

위에 작성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Briefly explain your excellence in language ability regarding the information above (Only in Korean or in English).

5. 수상 및 활동실적 ACTIVITIES
수상 및 활동실적, 경력 등이 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상장, 논문,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
여 자신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Please present documents validating your other activities, scholastic distinctions (e.g. Award, Thesis, Work experience
s) and provide a brief explanation.
► 수상경력 Awards Received
상장명Name of Award

주최기관Organization

취득일Date (mm/dd/yyyy)

► 논문 및 연구실적 Thesis, Research Achievements
논문명/연구명 Name of Thesis/Research

게재지 Name of the Journal if any

게재일 Publish Date if any (mm/dd/yyyy)

► 경력 Work Experiences
대학원 법학과 통합과정 지원자, 대학원 간호과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The applicants applying to Law (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Nursing (Graduate program) should
submit certificate of former employment.
근무기관 Institution or employer

직급/직위 Position held

근무기간Period(mm/dd/yyyy~mm/dd/yyyy)

► 기타 Others
제출서류명 Name of Document

발급기관 Issuing Organization

※ 증빙서류(상장, 경력증명서 등) 원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본교/발급기관의 원본확인을 받은 사본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Attach a copy of the awar
ds, thesis abstract, certificate of employment, etc. which has Ewha/ issuing organization’s confirmation of its authenticity.

위에 작성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Briefly explain your excellence regarding the information above (Only in Korean or in English).

6. 기타사항 OTHERS

For All Applicants(Mandatory)

► 기숙사 Dormitory
기숙사가 필요한지 표시(∨)하세요.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입학처에서 기숙사 우선입사를 신청하여 드립니다. 최대한 배
정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거주는 1학기(9월 입학
자) 혹은 1년(3월 입학자)에 한하며, 1학기 기숙사 우선입사 후, 방학과 2학기 거주는 별도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
청해야 합니다. The Office of Admissions will help your application for prior entrance to dormitory in your first se
mester. We are trying our best to make sure of supplying, however, please understand that if there is no room left, e
ven prior entrance could be declined. Students can stay at dormitory in their first semester(fall admission) or first 2
semesters(spring admission), but please note that each student has to apply individually for dormitory starting fro
m the summer or winter vacation and second semester.


기숙사 신청함 (입학 첫학기) Yes (First semester at Ewha)



기숙사 신청안함

No

► 재정 Finance
한국 유학을 위해 1년(2학기) 약 $15,000 (등록금 약 $10,000, 생활비 약 $5,000)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표시(∨)하고 기재하세요. We estimate average costs for an academic year of 2 semesters to be
around $ 15,000 (Tuition and Fees around $10,000, Living Expenses around $5,000). Please inform us the means of
support.






본인 혹은 부모님 부담 Students’s savings or parents’s support
보증인 부담

이름 Name

관계 Relationship

직업 Occupation

Sponsor’s Support
장학금
Scholarships

► 장학금 Scholarship

장학금명 Name of Scholarships

장학금수여기관 Organization sponsored by

본교 장학금을 신청할 것인지 기재(∨)하세요. 장학금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하며,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별도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Please check if you need to apply for Scholarship
sponsored by Ewha. Applicant can apply for two or three scholarships at the same time. Please fill the application
form of scholarship which you apply for and submit the hard copy with your other application documents by
postal mail.


EGPP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외국인유학생장학금 ISS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hip)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우수자 장학금 Ewha Language Center Scholarship in Excellence in Korean Language



신청안함 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