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PS 및 기초영어․대학영어 1․대학영어 2․고급영어 이수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 2017학년도 2학기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입학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내 정기 TEPS 성적이 없는 경우 「기초영어」

를 포함한 영어 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TEPS 정기시험 232회～236회(2017. 5. 21. / 6. 10. / 7. 16. / 8. 6. / 8. 19. 시행 예정)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205회(2015. 9. 6. 시행)～236회(2017. 8. 19. 시행 예정) TEPS 정기시험 성적 중 최고 성적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

강해야 한다.(TEPS 응시 일정 확인 및 접수: http://www.teps.or.kr)

   ※ TEPS 성적표(205회～236회 TEPS 정기시험 성적 중 최고 성적)를 2017년 8월 31일까지 기초교육원 행정지원팀(61동 203

호)으로 제출해야 한다.

   ※ 1학년 교양 필수 교과목인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교과목을 1학년 또는 단과대별 이수 학기에 

미수강할 경우 졸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

   ※ 동계 계절학기에는 「대학영어 1」이 개설되지 않는다.

1. 이수규정(2014학번 이후 입학생에 해당됨)

(1) 전 대학 공통사항

   1) 영어 필수 이수 교과목 수와 종류, 영어 교과목 면제 여부는 입학 시 TEPS 성적(입학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내 정기 

TEPS 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결정된다. 각 학생의 구체적인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은 단과대학 이수

규정에 따른다.

   2) 입학 시 TEPS 성적 기준으로 결정된 영어 필수 이수 교과목은 졸업시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TEPS 점수가 실제 영어 구사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영어 교수진의 심사를 통해 강좌를 재배

정 받아야 하며, 상위 단계 교과목으로 재배정 받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수는 변경되지 않는

다.(외국인 학생, 교류학생, 방문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학번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됨)

   ※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 시 TEPS 성적보다 높은 TEPS 성적을 취득하

여 상위반 배정을 원하는 학생은 기초교육원 행정실(61동 203호)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졸

업 이수요건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입학 후 취득한 TEPS 성적으로는 영어 교과목 면제가 불가능하

다.

   ※ 「기초영어」 대상자 중 입학 시 TEPS 성적보다 높은 TEPS 성적을 취득하여 상위반 배정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2개

월 내에 기초교육원 행정실(61동 203호)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요건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3)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기초영어」가 일선에서 교양(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과목으로 변경되어 「기초영어」 이

수시 교양 학점으로 인정되나,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필수 이수 학점 및 교과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영어」를 이수했더라도 「기초영어」 외의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단과대학별로 정해진 ‘외국어’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 ‘외국어’ 2개 교과목 이수가 필수인 단과대학 학생이 「기초영어」를 이수했더라도 「기초영어」 외의 ‘외국어’ 

교과목을 2개 이수해야만 졸업 요건 충족)

(2) 단과대학별 이수규정

   1)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원자핵공학과 제외),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유전

공학부, 치의학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영어 1과목 필수

     ※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 외국어 2개 교과목 필수(단, 자유전공학부는 외국어 8학점 또는 9학점 필수, 

「기초영어」는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필수 이수 학점 및 교과목에는 산입하지 않음)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900점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TEPS 901점 이상(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반드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한다.

    2) 수의과대학: 영어 1과목 필수

      ※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 영어 1개 교과목 및 외국어 1개 교과목 필수 

(단, 「기초영어」는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필수 이수 학점 및 교과목에는 산입하지 않음)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발표」를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반드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한다.

    3) 인문대학: 영어 1과목 또는 2과목 필수

     ※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 제2외국어 9학점, 영어 2학점 또는 4학점 필수 

(단, 「기초영어」는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필수 이수 학점 및 교과목에는 산입하지 않음)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 혹은 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고급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TEPS 성적을 받은 학생의 경우 전체 교양 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대학영어 2」 이수 후에는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단과대학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인문대학
(1과목 또는 2과목 필수)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과목 필수)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수의과대학
(1과목 필수)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고급영어: 발표」 수강 필수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800점 이하: 1과목 필수;
801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가능

그 외 대학
(900점 이하: 1과목 필수;

901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900점: 수강 필수;
901점 이상: 수강 가능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1」을 이수하고, 

이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 공과대학(원자핵공학과): 영어 2과목 필수(단, 「기초영어」는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필수 이수 학점 및 교과목에는 산입하지 

않음)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두 과목을 수강하여 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두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대학영어 2」 이수 후에는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1」을 이수하고, 

이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수강자격 확인(TEPS성적 기준, 학번/소속 단과대학별 수강규정에 따름)

※ 수강자격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 이전에 대학영어 사무실에 문의해야 한다.

(1) TEPS 최고 성적 기준으로 수강 교과목이 결정됨(TOEIC, TOEFL 등 불인정)

   1)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수강기준(학번, 소속 단

과대학에 따라 다름)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있어야 하며, 입학 시 TEPS 성적(입학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내 정기 TEPS

성적 중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

이 결정된다.

   2) TEPS 외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TOEIC, TOEFL 등 불인정)

(2) 외국인 학생

   1) 2009학번부터는 외국인 학생도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수강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09학번부터는 외국인 학생도 수강

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수강자격 부여 기준 성적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있어야 한다.

   ※ 수강기준에 맞는 TEPS 성적이 없는 경우 "F" 처리된다.

   2) 한 학기에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두 개 이상을 한 학기에 동시 수강하는 경우 "F" 처리

된다.

(3)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 학생

   1) TEPS 성적 없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2)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신체상의 이유로 TEPS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여 

입학관리본부나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그 사유를 인정받은 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 한 학기에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두 개 이상을 한 학기에 동시 수강하는 경우 “F” 

처리된다.

(4) 수강자격 확인 결과 성적이 "F" 처리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 "F" 처리되므로 수강신청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

청해야 한다.

1)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수강기준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없고,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이전 단계에 속하는 교과목

을 이수한 적이 없는 경우

2) 본인의 TEPS 성적보다 낮은 단계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① 「고급영어」 학점 취득자 또는 TEPS 성적상 「고급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대학영어 2」 또는 「대학영

어 1」 또는 「기초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② 「대학영어 2」 학점 취득자 또는 TEPS 성적상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대학영어 1」 또는 「기

초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③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 또는 TEPS 성적상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기초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3)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5) TEPS 성적이 필요 없는 경우

1) 「기초영어」 학점취득자가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경우

2) 「대학영어 1」 학점취득자가 「대학영어 2」 또는 「고급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3) 「대학영어 1」 또는 「대학영어 2」 학점취득자가 「고급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4)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학생(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5) 국내외 교류학생 및 방문학생

6) 2008학번 이전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

7) 대학원생

3. 동시수강 및 재수강 관련 규정 등

(1) 동시수강 관련 규정

   1)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에서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을 동시 수강할 수 없으며, 

동시 수강할 경우 "F" 처리된다.

   2) 단,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글쓰기, 말하기) 및 「고급영어」에 속한 7개 과목(산문, 학술작문, 영화, 연극, 문화

와 사회, 발표, 문학)은 한 학기에 최대 2개까지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2) 재수강 관련 규정

   1) 재수강의 경우,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영어 1」을 「대학영어 2」나 「고

급영어」로 재수강할 수 있다.

   ※ 단, 대체교과목 재이수로 신청해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재이수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과목을 따로 들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글쓰기, 말하기)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되며, 「고급영어」에 속한 7개 과

목(산문, 학술작문, 영화, 연극, 문화와 사회, 발표, 문학)도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 단, 대체교과목 재이수로 신청해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재이수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과목을 따로 들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불가(2009년 2학기부터 실행)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만약 교생

실습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교생실습과 관련된 일체의 유계결석을 담당교수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적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다.

4. LAB 수업 이수 규정

(1)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모두 LAB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2)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15주(매주 50분씩) 동안 영어 말하기교실 수업을 수강해야 하며, 영어 말

하기교실 수강 점수는 수강과목 총점의 10%이다.

(3)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당 최소 1회 영어 글쓰기교실을 방문하여 지도받아야 하며,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점수는 수강과목 총점의 5%이다.

(4)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재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과거 LAB 수업 이수 여부에 상관없이 LAB 수업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5) 「대학영어 2」와 「고급영어」 수강생은 LAB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영어 글쓰기교실의 자율적 방문이 가능하다.

※ 영어 말하기교실 수업은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본 수업 수강신청과 동시에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개강 첫 날 수업시간에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예약 일정 및 방법 관련 안내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므로 이 안내 자료를 

확인한 후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예약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대학영어 사무실:        3동 212호   (전화: 880-5881, 5487)

             * 영어 글쓰기교실:        3동 203호   (전화: 880-4010)

Guidelines for Required TEPS Score and Registration Rules for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and Advanced English Courses

(Fall 2017)

※ International students who do not have a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ore within the valid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admission date cannot take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 I, College English II, or Advanced English courses and thus, they should take TEPS (one of the 232nd, 

233rd, 234th, 235th, and 236th TEPS tests scheduled on May 21, June 10, July 16, August 6, and August 19, 2017) 

to register for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 I, College English II, or Advanced English courses. Students 

must choose the course according to their highest TEPS score achieved from the 205th to 236th TEPS tests.

 (Please go to http://www.teps.or.kr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EPS application and test schedules.)

※ Students must submit his/her highest TEPS score achieved from the 205th (taken on September 6, 2015) to 236th 

(scheduled on August 19, 2017) TEPS tests to the office of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Room 203, Building 61) 

by August 31, 2017. 

※ The courses offered by the College English Program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and Advanced English) 

are among the mandatory first-year ‘General Education’ courses. Thus, students who do not take the courses 

during the first year or during the year designated by their departments cannot graduate, the consequences of 

which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student in concern.

※ College EnglishⅠ is not offered during the winter sessions.

1. Registration Rules (For students admitted in and after 2014)

(1) For all students

   1) The number of courses, specific course(s) a student must complete, and exemption from College English 

courses will be decided by his or her TEPS score (highest TEPS score acquired within the valid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admission date).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will be decided by the course regulations set by 

each college.

   2) The English course requirement decided by a student's TEPS score on admission will be maintained until 

graduation.

   ※ However, if a student’s TEPS score does not match his or her English proficiency, the committee of College 

English Program will move the student to another course after a replacement interview. The required credits for 

graduation which must be earned in the College English courses will be the same even if a student moves to a 

higher level course. (This rule applies to all student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students, visiting 

students, and students under special treatment or with special needs.)

   ※ If a student whose TEPS score on admission was between 551 and 800 has a special reason to register for a 

higher level course after achieving a higher TEPS score than the TEPS score on admission, the student should 

submit proof of the higher TEPS score to the office of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Room 203, Building 61). 

Also, the student should follow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to change his/her graduation requirements. However, 

the student cannot be exempted from College English courses with a TEPS score acquired after admission.

   ※ If a student whose TEPS score on admission was 550 and below can take a higher level course if he/she submit 

a higher TEPS score to the office of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Room 203, Building 61) within two months 

after admission. Also, the student should follow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to change his/her graduation 

requirements.

   3) English Foundations does not count toward mandatory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credits. Students who took 



English Foundations must fulfill the required ‘foreign language’ credits set by each college by taking foreign 

language courses other than English Foundations.

     (e.g. If a student took English Foundations but the student’s college requires two foreign language courses for 

graduation, the student must take two foreign language courses other than English Foundations to meet the 

graduation requirement.)

(2) Regulations Set by Each College

   1)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ollege of Nurs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Engineering 

(excluding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ollege of Fine Arts,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Music, College of Medicine, College of Liberal Studies, School of Dentistry,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College of Human Ecology: One English course is required.

     ※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in ‘Academic Foundations’: Two foreign language courses are required. 

(Exception: students from College of Liberal Studies must earn 8 or 9 credits from foreign language courses.)

     ※ English Foundations does not count toward mandatory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credits.

     ① Undergraduate students must earn 2 credits from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courses according to their highest TEPS score.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②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801-900 must take one Advanced English course.

     ※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901 and above (801 and above for students from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College of Human Ecology) are not required to take Advanced English course.

     ③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701-8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Ⅱ.

     ④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1-7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⑤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0 and below must take English Foundations. After completing English 

Foundations, they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2)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One English course is required.

     ※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in ‘Academic Foundations’: One English course and one foreign language course 

are required.

     ※ English Foundations does not count toward mandatory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credits.

     ① Undergraduate students must earn 2 credits from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courses according to their highest TEPS score.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②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801 and above must take Advanced English: Presentation.

College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Advanced
English

College of Humanities 

(one or two courses are required)
550 and below

551-700:

Required

701-800:

Required

801 and above: 

Required

College of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two courses are required)

550 and below
551-700:

Required

701-800:

Required

801 and above: 

Required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one course is required)
550 and below

551-700:

Required

701-800:

Required

801 and above: 

AE: Presentation is 

required

College of Social Sciences

College of Human Ecology

(800 and below: one course is required;

801 and above: exempted from English courses)

550 and below
551-700:

Required

701-800:

Required

801 and above: 

Eligible

Others

(900 and below: one course is required;

901 and above: exempted from English courses)

550 and below
551-700:

Required

701-800:

Required

801-900: Required

901 and above: Eligible

     ③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701-8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Ⅱ.

     ④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1-7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⑤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0 and below must take English Foundations. After completing English 

Foundations, they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3) College of Humanities: One or two English courses are required.

     ※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in ‘Academic Foundations’: 9 credits from second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2 or 4 credits from English courses are required.

     ※ English Foundations does not count toward mandatory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credits.

     ① Undergraduate students must earn 2 or 4 credits from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courses according to their highest TEPS score.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②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801 and above must take one Advanced English course.

     ※ A student who has a TEPS score eligible for Advanced English (801 and above) must fulfill the minimum 

credits for graduation in ‘General Education.’

     ③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701-8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Ⅱ. After completing College EnglishⅡ, 

they must take one Advanced English course.

     ④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1-7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After completing College EnglishⅠ, 

they must take either one College EnglishⅡ course or one Advanced English course.

     ⑤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0 and below must take English Foundations. After completing English 

Foundations, they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Then, they must take either one College EnglishⅡ course or 

one Advanced English course.

   4)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Two English courses are required. 

     ※ English Foundations does not count toward mandatory ‘foreign language’ courses and credits.

     ① Undergraduate students must earn 4 credits from two of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courses according to their highest TEPS score.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②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801 and above must take two Advanced English courses.

     ③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701-8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Ⅱ. After completing College EnglishⅡ, 

they must take one Advanced English course.

     ④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1-700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After completing College EnglishⅠ, 

they must take either one College EnglishⅡ course or one Advanced English course.

     ⑤ Students who have TEPS score of 550 and below must take English Foundations. After completing English 

Foundations, they must take College EnglishⅠ. Then, they must take either one College EnglishⅡ course or 

one Advanced English course.

2. Course Eligibility by TEPS Score (Depending on students’ admission year and the course regulations set by each 

college)

※ Students who have questions about taking courses must visit or call the College English Program office before the 

class change period is over.

(1) Depending on Students’ Highest TEPS Score (TOEIC or TOEFL scores are not accepted.)

   1) In order to register for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courses, 

students must have a TEPS score which satisfies the criterion for each course. (The criterion depends on the 

students’ admission year and the course regulations set by each college.) In addition, the required course will 

be decided by the TEPS score on admission (highest TEPS score acquired within the valid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admission date).



   2) TOEIC or TOEFL scores are not accepted.

(2) International Students

   1) The same regulations for Korean students apply to international students admitted in and after 2009. Thus, all 

international students admitted in and after 2009 must acquire a TEPS score which satisfies the criterion for 

each course. If not, the student will receive an “F” grade.

   2) Students are not allowed to take more than one course from different levels during a single semester.

   ※ Students take more than one course among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and 

Advanced English during a single semester will receive an “F” grade.

(3) Students under special treatment or with special needs

   1) Students under special treatment or with special needs can take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courses without a TEPS score which satisfies the criterion for each course.

   2) The same regulations apply to students with sight, hearing, or physical disabilities.

   3) Students are not allowed to take more than one course from different levels during a single semester.

   ※ Students take more than one course among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and 

Advanced English during a single semester will receive an “F” grade.

(4) “F” Grade Situations

   ※ Students must confirm their eligibility before registration. If a student is found not to ha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 for the chosen course, the student will receive an “F” grade.

1) An “F” grade will be given to students who do not have the required TEPS score which satisfies the criterion of 

the chosen course and have not previously taken a course lower in proficiency level than the current course 

chosen.

2) An “F” grade will be given to students who register for a course whose TEPS score requirement is lower than 

their highest TEPS score: 

① A student who has previously completed Advanced English or whose TEPS score satisfies the criterion of 

Advanced English cannot register for College EnglishⅡ, College EnglishⅠ, or English Foundations.

② A student who has previously completed College EnglishⅡ or whose TEPS score satisfies the criterion of 

College EnglishⅡ cannot register for College EnglishⅠ or English Foundations.

③ A student who has previously completed College EnglishⅠ or whose TEPS score satisfies the criterion of 

College EnglishⅠ cannot register for English Foundations.

3) An “F” grade will be given to students who have registered for more than one course from different levels 

within a single semester.

(5) Exemption from TEPS Score Requirements

1) Students registering for College EnglishⅠ who have previously completed English Foundations

2) Students registering for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who have previously completed College EnglishⅠ

3) Students registering for Advanced English who have previously completed College EnglishⅠ or College EnglishⅡ

4) Students under special treatment or with special needs (students with sight, hearing, or physical disabilities)

5) Exchange students and visiting students

6)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ing overseas Koreans) admitted in and before 2008

7) Graduate students

3. Regulations on Taking Multiple Courses during a Single Semester and Retaking Courses

(1) Regulations on Taking Multiple Courses during a Single Semester

   1) Students are not allowed to take more than one course from different levels during a single semester. Students 

take more than one course among English Foundations, College EnglishⅠ, College EnglishⅡ, and Advanced 

English during a single semester will receive an “F” grade.

   2) However, students can simultaneously take the two subcourses of College EnglishⅡ (CEⅡ: Writing and CEⅡ: 

Speaking) or two courses among the seven subcourses of Advanced English (AE: Prose, AE: Academic Writing, 

AE: Exploring Film, AE: Drama Workshop, AE: Culture and Society, AE: Presentation, and AE: Literature) during a 

single semester.

(2) Regulations on Retaking Courses

   1) Students can choose to take a higher level course instead of the course they wish to retake. For instance, a 

student who has previously completed College EnglishⅠ can take College EnglishⅡ or Advanced English to 

replace the grade for the previously taken College EnglishⅠ.

   ※ However, students must inform their departments they retook the course right after getting a grade in the 

retaking course. If not, they will be considered to have taken separate courses.

   2) The two subcourses of College EnglishⅡ (CEⅡ: Writing and CEⅡ: Speaking) are mutually substitutable in the 

case of retaking a course. The same rule applies to the seven subcourses of Advanced English (AE: Prose, AE: 

Academic Writing, AE: Exploring Film, AE: Drama Workshop, AE: Culture and Society, AE: Presentation, and AE: 

Literature).

   ※ However, students must inform their departments they retook the course right after getting a grade in the 

retaking course. If not, they will be considered to have taken separate courses.

(3) Teaching Practicum (Effective from the fall semester of 2009)

Students who are in Teaching Practicum are not allowed to take courses offered by the College English Program. 

Students in Teaching Practicum are not permitted extra excused absences.

4. LAB Requirements

(1) Speaking Lab sessions are required for all students enrolled in English Foundations and College EnglishⅠ. The 

50-minute lab sessions last for 15 weeks in a semester and make up 10% of the course grade.

(2) All students enrolled in College EnglishⅠ must visit the Writing Center at least once during the semester for a 

writing conference. This requirement makes up 5% of the course grade.

(3) All students retaking English Foundations and College EnglishⅠ must repeat the LAB requirements.

(4) Students enrolled in College EnglishⅡ and Advanced English do not have to complete the LAB requirement, but 

they are free to visit the Writing Center for an individual writing conference.

※ The Speaking Lab sessions will be registered when students register for English Foundations or College English I.

※ Students will be given guidelines on the Writing Center on the first day of class. Students must make a reservation 

for visiting the Writing center within the deadline.

* CEP Office:     Room 212, Building 3  (Tel: 880-5881, 5487)

           * Writing Center:  Room 203, Building 3  (Tel: 880-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