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영어영문학부 졸업요건 및 졸업자격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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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번 부터

3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4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40학점 이수 필수조건

40학점 이수 필수조건

70학점

60학점

※이상 이수해도
졸업학점 산입안됨!

※이상 이수해도
졸업학점 산입안됨!

42학점
※ 42학점 이상 이수해도
졸업학점 산입안됨!

교양 최대 이수학점 해당사항없음

40학점
※ 20학번부터 40학점 초과하면 자유선택 학점에 포함

교양최소이수

역량별 최소이수학점
및
영어영문학부
학문기초역량지정과목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복수전공시 3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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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학가 성적장학금: 학기 성적(50%)+공인어학성적(50%)
학기 성적 3.0이상

교육과정 경과조치로
구분 없이 이수 해야 할 교양 학점 수만 맞추면 됨
(사회봉사 학점신청 가능함)
기존에 이수한 과목은 교양학점에 인정됨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게시판 참조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과목 재수강신청가능

70학점(전공60+자유10) 80학점(전공70+자유10)

전공공통과목

76학점(70+자유6)

70학점

90학점(전공75+자선15)

75학점

1) 필수교양 9학점 반드시 이수
* 대학생활과진로설계 1학년 1학기이수
* 컴퓨팅사고, 사유와표현 : 인문사회 계열 선택
2) 균형교양
각 영역별(인간문화,사회역사,자연과학기술)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역량별 1개이상 교과목 필수 이수

92학점(전공75+자선17)

(대체자격 및 과목 없음 무조건필수이
수)

※ 1학기개설 - 영문학개론, 중급영어회화Ⅱ (구 영어회화3), ※ 2학기개설 - 미국학입문, 영어학개론, 중급영작문Ⅱ (구 중급영작문)
- 전공공통과목은 대체과목 및 자격증 없음 무조건 필수 이수 -(2016학번까지는 미국학입문 이수필요없음)

부전공

소속학과 (제 1전공) 전공공통과목을 포함한 전공최소이수학점 (영어영문학부 75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최소 21학점이수

복수전공

소속학과 (제 1전공) 전공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전공최소 35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최소35학점이수
(08-09년 경영학부 복수전공 신청자는 45학점이수)

소속학과 (제 1전공) 전공공통과목 포함 전공최소 45학점 +
복수전공의 전공공통, 전공필수과목 포함 36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 학과지정교양과목 폐지(전체학번적용)

* 교양선택과목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소속학부(과)를 따르나,
교양지정과목은 소속학부(과)만 이수

6학기,7학기 이수 동시에 총평점평균4.00(F등급포함), 졸업요건 및 졸업소요학점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편입생은 조기졸업에 해당없음)
※ 조기졸업요건 충족해도 신청안하면 자동 재학(조기졸업 신청하면 무조건 졸업)
※ 수강신청 안해도 되지만, 등록금은 전액납부(정규학기 이내 전액납부)

조기졸업
[졸업소요 총학점 및
전학년 성적평점평균]

140학점 이수 및 평점평균 2.0 이상

132학점 이수 및 평점평균 2.0이상
[졸업자격인증제도] 2005학번 이후 부터 시행 및 해당

영문학부 졸업자격인증

전공

(1학기개설) 중급영작문Ⅰ, 고급영작문, 중급영어회화Ⅰ, 고급영어회화

2005학번 이후 적용

(2학기개설) 초급영작문, 중급영작문Ⅱ, 초급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Ⅱ 중, 6개 과목 이상 이수

※ 전공분야 또는
외국어영역 중

택 1 외국어

입학 후 취득한 외국어 자격증만 유효
졸업 한 학기 전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공인

TOEIC 760점, TOEFL(cbt) 213점, (pbt) 550점,(ibt)79-80점, IELTS 6.0점, TEPS 667점이상 중, 한가지 요건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