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후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 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1차 학기부터 신청 가능 (휴학생은 신청 불가)
2. 면제 기준
대 상 자

외국어시험 (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제2외국어시험 (박사과정)

• 어학 성적 (공통)
TOEFL IBT 72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IELTS 5.0 이상,
G-TELP Level2 64점 / Level3 85점 이상,
NEAT 1급 213점 이상 취득자
• 해외우수학생

1)

2)

모국어
가 영어이면서 면제요청서를 제출한
해외우수학생
국내학생 /
해외우수학생

• 내국인 학생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또는,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자
Note:
1) 해외우수학생 적용범위:
해외우수연구인력,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등
2) 영어 모국어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외국인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350점 이상 취득자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센터 11학점 이상 이수

사회학과
박사과정

TOEFL 550점(PBT) 또는 200점(CBT) 이상,
TOEIC 800점 이상, TEPS 700점 이상 취득자

음악학과
박사과정

TOEFL 80점(IBT) 또는 200점(CBT) 이상,
TEPS 700점 이상 취득자

•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만 해당함
- 러시아지역학전공
: 서울대 어학능력시험(SNUL)
러시아어 3급 이상
- 일본지역학전공
: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이상
- 중국지역학전공
: 한어수평고시(HSK) 7급 이상
- 국제·동북아지역학전공
: 해당 없음

종합정보시스템 [각종 시험]에서 외국어시험 면제사유를 입력·저장한 후,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면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함.
응시절차
필히 신청 기간 내에 외국어시험 면제요청서, 성적표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면제신청이 접수됨.

3. 면제 신청 기간 :

2015.8.19.(수)10:00 ~ 2015.8.21.(금) 16:00

(별도 응시료 없음)

4. 면제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졸업정보 → 각종 시험 신청 → 외국어시험 신청 →
시험 면제 신청 ‘면제사유’에 외국어시험 면제 사항 작성 (예 : TOEIC) → 저장
※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에 면제신청을 해야 다음 절차를 거쳐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정보시스템 외국어시험 면제사항 작성
②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작성 [공지문 첨부 파일 및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다운받아 작성]
③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 성적표 사본이나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대학원교학팀 (본부관

307호)에 제출
5. 토플 iBT 성적표 제출자는 토플 홈페이지에서 공인성적표임을 확인하오니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적표
사본에 적어서 제출
6. 공인외국어성적표 인정기간은 당해 외국어시험일(2015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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