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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영어)시험 및 World Student인증 기준
구  분 내용 비  고

근 거 규 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적  용  시  기 2019.12.부터

합 격 기 준

· 토익 550점(단, 간호학과 650점 / 철도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외
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600점)

· JLPT 2급
· HSK 7급
· 외국인유학생: KLPT, TOPIK 4급.

 ※ 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4급 
또는 [별표3]의 WS인증 세부 기준을 적용함.

· 기타 별도 과정 이수자(대체인정)

세 부 사
항 은 
[별표3] 
참조

대체인정기준

· 교양외국어(영어(GEEC), 중국어, 일본어) 별도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CO이상)

· 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이상) 시 WS인증 면제
 ※ 2021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원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성적 CO이상)(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GEEC)과정 이
수 가능)

기 타 사 항

· 2008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별표1 또는 별표2에 해당되는 과목 중 2개 과
목이상 이수(과목별 성적이 CO이상) 한 경우 대체인정 함.

· 2009 ~ 2014학년도 신입생은 별표1에 해당되는 과목 중 2개 과목이상 이
수(과목별 성적이 CO이상) 한 경우 대체인정 함.

· 별표1,2의 대체인정기준 과목과 GEEC특강은 종류에 상관없이 2개 과정을 
이수(CO이상) 한 경우 대체인정 함.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별표1,2의 대체인정기준 과목을 적용하지 않음.

※ 위 ‘합격기준’ 및 ‘대체인정기준’의 교육과정 영어진행 학과는 아래와 같이 함.

  -. Sol International School 소속 전체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미래기술학부,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 대체인정기준 관련근거: 교무팀-3848호(2013.04.29.), 교무팀-3905호(2013.04.30.), 

                         교무팀-3233호(2015.03.12.), 교무팀-20722호(2018.11.08.),

                         교무팀-14872호(2020.09.16.), 교무팀-1524호(2021.01.27.),

                         교무팀-2708호(2021.02.16.)



[별표1]

◎World Student인증제 대체 인정 과목(2009학년도~2014학년도 신입생 적용)

번호 과목명 이수구분 개설학년 비고
1 졸업인증 일본어1,2 교양선택 전체공통
2 졸업인증 중국어1,2 교양선택 전체공통
3 Advanced TOEIC LC 1,2 교양선택 전체공통
4 Advanced TOEIC RC 1,2 교양선택 전체공통
5 Advanced TOEIC Speaking 교양선택 전체공통
6 Beginners TOEIC LC 1,2 교양선택 전체공통
7 Beginners TOEIC RC 1,2 교양선택 전체공통
8 Beginners TOEIC Speaking 교양선택 전체공통
9 Intermediate TOEIC LC 1,2 교양선택 전체공통
10 Intermediate TOEIC RC 1,2 교양선택 전체공통
11 Intermediate TOEIC Speaking 교양선택 전체공통
12 TOEIC STEP1,2,3,4,5 교양선택 전체공통
13 TOEIC기초영문법,1,2 교양선택 전체공통
14 전공실무영어 전공,교양 전체공통
15 실무영어 전공,교양 전체공통
16 취업실무영어 전공,교양 전체공통
17 취업실무영어회화 전공,교양 전체공통
계 28과목

[별표2]

◎교양(영어)시험 대체인정 과목(2008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적용)

번호 과목명 이수구분 개설학년 비고
1 영어회화1,2,3,4 교양필수 1~2학년
2 대학영어1,2,3,4 교양필수 1~2학년
3 대학일본어1,2,3,4 교양필수 1~2학년
4 대학중국어1,2,3,4 교양필수 1~2학년
5 TOEIC1,2,3,4 교양필수 1~2학년
6 World Student English1,2,3,4 교양필수 1학년
7 영어회화기초1,2,3,4 교양필수 1학년
8 Beginners English1,2,3,4 교양필수 1학년
9 영어회화중급1,2,3,4 교양필수 1학년
10 Pre-Intermediate English1,2,3,4 교양필수 1학년
11 고급영어회화1,2,3,4 교양필수 2학년
12 Intermediate English1,2,3,4 교양필수 2학년
13 Advanced English1,2,3,4 교양필수 2학년
계 52과목



[별표3]

World Student 인증 세부 기준표

2021.04.22.

□관련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 8조의 2

□점수인정 세부기준

번호 시험유형
인증점수 기준

비고일반학과 간호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철도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1 TOEIC 550점이상 650점이상 600점이상

2 TOEFL-IBT 63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3 TOEIC-S 100점이상 110점이상 110점이상

4 TEPS 450점이상 520점이상 482점이상

5 New TEPS 241점이상 280점 이상 258점이상

6 TEPS-S 38점이상 46점이상 42점이상

7 OPIc IM1이상 IM1이상 IM1이상

8 JLPT 2급이상 2급이상 2급이상

9 新JLPT N3급이상 N3급이상 N3급이상

10 JPT 529점이상 529점이상 529점이상

11 HSK 7급이상 7급이상 7급이상

12 新HSK 5급이상 5급이상 5급이상

13 IELTS 5.5점이상 6.0점이상 5.5점이상

14 Duolingo 80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15 J.TEST 500점이상 500점이상 500점이상

계 12가지 유형

  ※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모국어관련 언어 능력 시험은 제외함.

  ※관련근거: 교무팀-9270(2013.11.05.)호, 교무팀-9659(2020.06.24.)호, 교무팀-14872호(2020.09.16.)호,

              교무팀-1524(2021.01.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