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세종캠퍼스 신입생
Academic EnglishⅢ(HL), Ⅳ(HL) 안내
1. 2021학번 세종캠퍼스 신입생 교양영어 필수과목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2차
년도

(시간)

Ⅰ

Ⅱ

•

•

Academic

SLSC001·002

Academic EnglishⅠ,Ⅱ

2(4)·2(4)

English

SLSC003·004

Academic EnglishⅢ(SL),Ⅳ(SL)

2(4)·2(4)

소계

1차
년도

Ⅰ

Ⅱ

•

•

8(16)

2. Academic EnglishⅢ(HL: High Level),Ⅳ(HL) 소개
가. 목적 : 영어능력이 우수한 세종캠퍼스 신입생이 작문능력을 대표로 하는 학문적 영어 실력을
높이고, 빈번한 발표기회를 통해 영어 발표능력 향상
나. 개요
1) 선정 : 2016학년도부터 Academic English 필수과목 중 Academic EnglishⅢ, Ⅳ를 SL(=Standard
Level)과 HL(=High Level)로 구분하여, 영어능력이 우수한 세종캠퍼스 신입생 중 소정의 과정을
거쳐 Academic EnglishⅢ(HL), Ⅳ(HL) 이수대상자를 선정
2) 이수내용 : Academic EnglishⅢ(HL), Ⅳ(HL) 이수대상자 선정학생은 Academic English 필수과목
중 1학년 (권장)과목인 Academic EnglishⅠ, Ⅱ의 이수를 면제하고, 1학년 1학기/2학기에 Academic
EnglishⅢ(HL)/Ⅳ(HL) 이수 (단, 면제된 학점에 해당하는 4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채워야
졸업이 가능)

3. 이수자격
가. 공인영어성적 [TOEIC 860(TOEFL, TEPS, IELTS 해당점수) 이상 보유자] 중 이수신청자.
※ TOEIC 860점 해당점수 : TOEFL(IBT) 100, TOEFL(CBT) 250, TOEFL(PBT) 600, TEPS 715, New TEPS 395,
IELTS 7.5 (신청일자 현재 유효기간 2년 이내인 성적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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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능영어성적 1등급 이내자’ 또는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인재전형 입학생’ 중 [TOEIC 성적
860(TOEFL, TEPS, IELTS 해당점수)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지 못한 자] 중 이수신청을 하고 개강 첫
수업일 중 외국인교원이 별도로 실시하는 TEST에서 합격한 자.

4.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2. 16(화) 09:00 ~ 2.23(화) 16:00
1) 기준점수 이상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 세종교양교육원으로 공인영어성적(사본) 및 이수신청서(첨부양식)를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genedu@korea.ac.kr)로 발송 접수
★발송 메일 제목은 [Academic EnglishⅢ(HL) 신청_수험번호_이름 ] 으로 함
2) 수능영어성적 1등급 및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인재전형 신입생 중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자
: 세종교양교육원으로 수능영어성적표 및 이수신청서(첨부양식)를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genedu@korea.ac.kr)로 발송 접수
★발송 메일 제목은 [Academic EnglishⅢ(HL) 신청_수험번호_이름 ] 으로 함
나. 신청 접수확인: 신청자 접수 이메일로 접수확인 답변 발송
단, 접수확인 이메일 미수신 시 학생 본인이 아래 전화로 직접 확인 요망
 상기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세종교양교육원(농심국제관 111호, tel. 044-860-1901)
(문의시간: 09:00~17:3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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