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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어시험 영어 대체 강좌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

2015. 5. 18.

q 목적

공신력 있는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를 개발하여 대학원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학원 졸업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의

학위취득을 촉진하고자 함

q 타 대학의 운영사례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시험 및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 등에서 외국어자격시

험 대체 강좌가 활성화 되고 있음

q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석 ·박사 과정생 중

외국어자격시험을 대체강좌 이수로 대신하고자 하는 자

교육인원 수준 별 30명 씩 2개 반 운영, 총 60명

강의시작일 2016. 7. 9.(토) ~

학사일정 3주에 한 번씩 개강

교육장소 새천년관 외국어학당

총 시수 24시간

교육기간 6주 과정(연 7 ~ 8회 진행)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일 4시간

교육과목 대학원 외국어시험 영어 대체강좌

시간표

교시 시간 과정명

1 09:00~10:50
700점 이상 목표반 읽기

900점 이상 목표반 듣기

2 11:00~13:00
700점 이상 목표반 듣기

900점 이상 목표반 읽기

수업료 200,000 원/인

기 타
* 반 별 수강인원 13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 新토익 유형(2016. 5. 29. 이후 시행)을 반영한 수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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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
1. 내용

 Listening Comprehension

- 분야별 다양한 지문을 통해 발음 및 쉽게 들리지 않는 연음 반복 청취

- TOEIC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및 단어 정리

- 유형별 학습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Reading Comprehension

- 독해 파트별 문제경향 파악 후 반복적인 문제풀이

- 유형별 문법정리 및 비슷한 문형 대입 연습

- 부문별 어휘 학습 및 간단한 테스트

2. 특징

 2개 반으로 운영(학과별 외국어자격시험 기준에 따른 반별 분리 운영:

700점 이상 목표반, 900점 이상 목표반)

 우수한 강사진 구성(Reading / Listening 전문 강사 각 1명 배치)

 유형별 문제은행 추가 제공(수업자료에 대한 개별 복습자료 제공)

 점수 획득 시까지 반복 트레이닝
1차 수강

1차 이수자격 시험 실시
⇨

점수 미달 시, 재수강 가능
수업료 50% 할인

2차 수강 후 재시험 실시 ⇨
점수 미달 시, 3회 차 수강 가능

수업료 70% 할인

3차 수강 후 재시험 실시 ⇨
점수 미달 시, 4회 차 수강 가능

4회 차부터 수업료 전액무료

3. 평가

구 분

평가항목

∙ 출석: 30%

∙ 퀴즈: 20%(각 분야별 10%)
∙ 자격이수시험: 50%

평가기준

∙ 출석은 일일평가

∙ 퀴즈는 6주간 총 3회 실시(격주 시행)

∙ 자격이수시험: 시험 진행 후 학과별 외국어자격시험의

기준점수와 외국어학당 자격이수시험의 점수기준표 대조를

통한 평가항목의 비율 차등 반영(최대 50%)

출석관리
∙ 결석: 1회 가능

∙ 지각: 30분 이상 2회 지각 시, 1회 결석처리

이수기준 ∙ 평가항목(총 100%)에 대해 전체 퍼센티지 80% 이상 획득시 이수



- 3 -

[붙임자료 1]

TOEIC

CEFR
(유럽평

의회

외국어교

육기준)

외국어학당
정규과정

Level
대체강좌
자격이수시험

성적에 따른
평가반영률

일반대학원 학과별 외국어시험 규정 (TOEIC 점수 기준)

550 -

667
B1

3
Pre-

Intermediate

40 - 60

최소 0%

~

최대 50%

한국사(610), 중어중문학과(640), 동양사(640), 수학과(석)(585) / (박)(645),

물리학과(석)(535)/ (박)(615), 화공생명공학과(600), 건축공학과(630),

기계공학과(585), 생명과학부(600), 시스템생물학전공(석사:면제 /박사: 600),

생화학전공(석사:면제 /박사,통합: 600), 전기전자공학과(630),

정보산업공학과(630), 도시공학과(630), 컴퓨터과학과(630), 식품영양학과(650),

의과학과(석)(550), 보건학과(550), 치의학과(535), 간호대학(550), 한국학(500),

생체공학(500), 의료법윤리학(석)(535), 신에너지전지유합기술(650), 통일학(535),

나노과학기술(500), 기술정책(580), 제약의료규제과학(600), 응용생명학과(535)

668 -

784
B1+

4

Intermediate
60 - 80

국문학과(710), 서양사(685), 철학과(685), 문헌정보학과(750), 응용통계학과(700),

지구시스템과학과(700), 대기과학과(755),, 토목.환경공학과(700),

신소재공학과(700), 신학과(750), 정치학과(710), 행정학과(석)(750), 법학과(700),

의류환경학과(700), 생활디자인학과(700), 교육학과(745), 의과학과(박)(700),

계산과학공학과(685), 인지과학(735), 지역학(685), 언어정보학(675),

의료법윤리학(박)(710), 사회복지정책(750), 인문사회의학(710)

785 -

944
B2

5
Upper-

Intermediate

80 - 100
비교문학(795↑), 행정학과(박)(800), 경제학과(800↑), 경영학과(850↑),

영어영문과(865↑), 심리학과(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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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외국어학당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학사일정표(안)

학기 수강신청 기간 반편성 결과 발표
(매주 화요일) 개강 종강 비고

Session 1       6. 13(월) - 7. 3(일) 7. 5       7. 9(토)       8. 13(토)

2       7. 4(월) - 7. 24(일) 7. 26       7. 30(토)       9. 3(토)

3       7. 25(월) - 8. 14(일) 8. 16       8. 20(토)       9. 24(토)

4       8. 16(화) - 9. 4(일) 9. 6       9. 10(토)      10. 15(토) 8. 15(광복절)

5       9. 5(월) - 9. 25(일) 9. 27      10. 1(토)      11. 5(토)

6       9. 26(월) - 10. 16(일) 10. 18      10. 22(토)      11. 26(토)

7       10. 17(월) - 11. 6(일) 11. 8      11. 12(토)      12. 17(토)

8       11. 7(월) - 11. 27(일) 11. 29      12. 3(토)  2017. 1. 7(토)

9       11. 28(월) - 12. 18(일) 12. 20      12. 24(토)  2017. 2. 4(토) 2017. 1. 27(금) ~ 30(월) 
2017 설연휴기간

10       12. 19(월) - 2017. 1. 8(일) 2017. 1. 10  2017. 1. 14(토)  2017. 2.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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