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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모집시기 2015학년도 

공통

1. 대입 전형 간소화를 위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우선선발 단계 폐지

   - 수시모집: 학생부30%, 논술70%
   - 정시모집: 학생부10%, 수능90%
2. 학생부위주 전형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총 1,071명 선발

   - 수시모집: 지역우수인재전형(350명), 미래인재전형(500명), 고른기회전형(25명), 
사회기여자전형(15명)

   - 정시모집: 농어촌학생(111명), 특성화고교(30명),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25명), 
장애인등대상자(15명)

3. 2015학년도부터 의예과 53명 선발

   - 수시모집: 일반전형_논술(10명), 미래인재전형(7명), 특기자전형_수학/과학(8명)
   - 정시모집: 일반전형_수능(인문:6명, 자연:22명), 
              ※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인등대상자 약간명 선발

4. 2015학년도 선발인원 비율: 수시모집 59.4%, 정시모집 40.6%

수시모집

1.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면접 비율 축소

   - 지역우수인재전형, 미래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일반면접 실시

2. 고른기회전형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교육지원 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 25명 선발

3.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65명), 국제학부(60명), 수학/과학(40명), 체육(6명) 선발   

4. 수능 응시지정 영역

모집단위 수능 응시지정 영역
인문계열 국어B, 영어, 수학A, 사탐/과탐(2과목)
자연계열 국어A, 영어, 수학B, 과탐(2과목)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사탐/과탐 모두를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정시모집

1. 기존과 동일하게 ‘가’ 군 선발

2. 특기자전형_국제학부를 신설하여 20명 선발

3. 의예과, 건강과학대학(간호학부,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는 인문, 자연계열로 분리하여 선발

4. 수능 응시지정 영역

모집단위 수능 응시지정 영역
인문계열 국어B, 영어, 수학A, 사탐/과탐(2과목)
자연계열 국어A, 영어, 수학B, 과탐(2과목)

예체능계열
국어A/B, 영어, 수학A/B, 사탐/과탐(2과목)
※ 수능 응시지정 영역 중 반영영역 3과목에만 응시해도 됨
※ 조형예술대학(의류학전공 제외), 체육과학부는 국어A, 수학A 동시 반영 불가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수능 반영영역 점수 반영 시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사탐/과탐 모두를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전형안내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명)

전형요소 및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수시

모집

논술위주 일반전형_논술 600 학생부30%, 논술70%

[인문] 3개 영역 각2등급 이내
[자연] 2개 영역 각2등급 이내
[의예과] 3개 영역 합3
[스크랜튼_인문] 3개 영역 합4 이내
[스크랜튼_자연] 3개 영역 합5 이내

학생부위주
(교과) 지역우수인재전형 350

1단계: 학생부80%, 서류 20%
2단계: 1단계성적80%, 면접20%

수능최저기준 없음

학생부위주
(종합)

미래인재전형 500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80%, 면접20%

[인문,자연] 2개 영역 각2등급 이내
[의예과] 3개 영역 합3

사회기여자전형 15 [인문,자연] 2개 영역 각2등급 이내

고른기회전형 25 [인문,자연] 2개 영역 합4 이내

실기/특기위주

미술우수자전형 140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학생부20%, 실기80%

수능최저기준 없음
특기자
전형

어학 65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70%, 면접30%

수학/과학 40

국제학부 60

체육 6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80%, 면접20%

소계 1,801

정시

모집

수능위주 일반전형_수능 768 학생부10%, 수능90% -

실기/특기위주
일반전형_예체능 442

음악: 학생부20%, 수능20%, 실기60%
무용,조형,체육: 
학생부20%, 수능40%, 실기40%

-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 20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70%, 면접30%

-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
통합 
전형

(정원외)

농·어촌학생 111

[인문,자연] 수능40%, 서류60%
[예체능] 수능30%, 서류35% 실기35%

[인문,자연] 2개 영역 합4 이내
[의예과] 3개 영역 합3 
[예체능] 2개 영역 합6 이내

특성화고교 30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25

장애인등대상자 15

소계 1,411

총계 3.212

  ※ 일반전형, 특기자전형의 일부 모집단위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전공별로 선발함



●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명) 전공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433 국어국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기독교학부 20 기독교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37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사회학전공, 
심리학전공, 소비자학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90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수리물리과학부 124 수학전공, 통계학전공, 물리학전공

분자생명과학부 158 화학․나노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1
전자공학과 61
건축학부 55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4년제)

환경·식품공학부 82 환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음악대학
음악학부 198 건반악기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한국음악전공

무용과 43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142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도자예술전공

디자인학부 85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섬유․패션학부
60 섬유예술전공, 패션디자인전공

55 의류학전공

사범대학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32
초등교육과 39
교육공학과 36

특수교육과 38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영어교육과 42
사회과교육과 84 역사교육전공, 사회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과 30

과학교육과 104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수학교육과 32

경영대학
경영학부 132 경영학전공

국제사무학과 25
의과대학 의예과 53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79 간호학전공

식품영양학과 50
보건관리학과 31
체육과학부 60 체육과학전공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40 자유전공

국제학부 80 국제학전공

총계 3,031

  ※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전공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에는 2012학년도 미충원 인원 4명이 포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