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TEPS 및 기초영어·대학영어1·대학영어2·고급영어 이수 안내

□ 대학영어
1. 신입생 수강 절차
  1) 대학영어 교과목(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은 1학년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1학년 및 지정된 학

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2) 지정학년ㆍ학기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구제책이 없으므로 1학년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2. 재학생 수강 절차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여석이 있는 강좌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3. 계절학기 관련 공지사항
  1) 여름계절학기: 매 여름계절학기에는 수요조사에 따라 적절한 수의 강좌가 개설된다.
  2) 겨울계절학기: 매 겨울계절학기에는 수요조사에 따라 적절한 수의 강좌가 개설된다.

단, 겨울계절학기에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은 개설되지 않는다.
 
4.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불가(2009년 2학기부터 시행)
  1)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2) 교생실습과 관련된 일체의 유계결석을 담당교수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적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

다.

※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수강신청시 반드시 수강편람의 “TEPS 및 기초영어ㆍ대학영
어 1ㆍ대학영어 2ㆍ고급영어 이수 안내”를 확인



□ 학문의 기초 <외국어> TEPS 및 기초영어ㆍ대학영어 1ㆍ대학영어 2ㆍ고급영어 이
수 안내

※ <대학영어1>, <대학영어2>, <고급영어>는 교양필수과목이다. 1학년 또는 단과대가 지정한 이수 학기에 수
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과대별 이수규정을 확인하고 졸업예정학
기 이전에 수강해야 한다.

※ 동계계절학기에는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1>이  개설되지 않는다.
※ 2018년 5월부터 신TEPS가 시행된다. 이전 성적을 가진 학생은 구TEPS(247회 TEPS까지)와 신TEPS(248회 

TEPS 이후)의 환산점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이수규정(2014학번~현재)
  1) <대학영어1>, <대학영어2>, <고급영어> 중 무엇을 이수해야 하는지는 입학 시 TEPS 성적으로 결정한다.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루어지는 ‘신입생을 위한 TEPS 특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또는 입학일 이전 2년 동안 취득한 TEPS 성적도 유효하다. 받은 점수 중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예외적으로 2017년 3월 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0년 2월까지 응
시했던 TEPS, TOEIC, TOEFL 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TOEIC과 TOEFL은 2020년 5
월 15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한다. 이 예외규정은 이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2) 입학 시 TEPS 성적이 297점 이하인 학생은 <대학영어 1>의 선수 과목인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기초영어>가 교양과목으로 구분되어 교양학점으로 인정된다. 학문의 기초 <외국
어> 영역 필수 교과목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기초영어>를 이수하는 것은 <외국어> 영역 필수
학점을 충족하는 것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 <외국어> 2개 교과목 이수가 필수인 단과대학 학생이 <기초영
어>를 이수했다면, 이후 <외국어> 교과목을 별도로 2개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된다.

  3) 입학 시 TEPS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된 이수과목을 졸업 시까지 적용한다.
  4) 필수과목 면제의 기준은 입학 시 TEPS 성적이다. 입학 후 취득한 TEPS 성적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하다.
  5) TEPS 성적보다 실제 영어실력이 우수할 경우 학기 초에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상위반 재배정 인터뷰에 

추천받을 수 있다. 대학영어 교수진의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상위반 재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 수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학생, 교류학생, 방문학생,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학번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6) 단과대별 이수규정
[구TEPS(247회 TEPS까지) 기준]

학번 단과대학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2014학번 이후

인문대학
(800점 이하: 2과목 필수;
801점 이상: 1과목 필수)

1~550점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800점 이하: 1과목 필수;
801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1~550점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가능

수의과대학
(1과목 필수) 1~550점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고급영어: 발표>

수강 필수
그 외 대학

(900점 이하: 1과목 필수;
901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1~550점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900점: 수강 필수;
901점 이상: 수강 가능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014~2017학번

(2과목 필수)
1~550점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2009~2013학번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그 외 대학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2006~2008학번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간호대학 2006학번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그 외 대학 및 

간호대학 2007~2008학번 550점 이하 551~75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5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2003~2005학번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2000~2002학번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수강 필수

1999학번 이전
TEPS 

성적 없이
수강 가능

TEPS 
성적 없이
수강 가능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수강 가능



[신TEPS(248회 TEPS 이후) 기준]
학번 단과대학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2014학번 이후

인문대학
(452점 이하: 2과목 필수;
453점 이상: 1과목 필수)

1~297점 29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점 이상: 
수강 필수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452점 이하: 1과목 필수;
453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1~297점 29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점 이상: 
수강 가능

수의과대학
(1과목 필수) 1~297점 29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점 이상:
<고급영어: 발표> 

수강 필수
그 외 대학

(525점 이하: 1과목 필수;
526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1~297점 29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525점: 수강 필수;
526점 이상: 수강 가능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014~2017학번

(2과목 필수)
1~297점 29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점 이상: 
수강 필수

2009~2013학번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67점 이하 26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점 이상: 
수강 필수

그 외 대학 297점 이하 29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필수

453점 이상: 
수강 필수

2006~2008학번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67점 이하 26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가능

387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간호대학 2006학번 267점 이하 26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가능

387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그 외 대학 및 

간호대학 2007~2008학번 297점 이하 298~418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가능

419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2003~2005학번 267점 이하 26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가능

387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2000~2002학번 267점 이하 268~386점:
수강 필수

387~452점:
수강 가능

387점 이상: 
수강 필수

1999학번 이전 TEPS 성적 없이
수강 가능

TEPS 성적 없이
수강 가능

387~452점:
수강 가능

387점 이상:
수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https://liberaledu.snu.ac.kr/board/notice/view/502 확인



2. 수강자격 확인
  1) 수강자격은 TEPS 최고 성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학번 수강기준 TEPS 성적
2014학번 이후 입학 시 TEPS 성적(입학일 이전 2년 동안 취득한 정기 TEPS 성적 및 신입생 TEPS 특별시험 성적 중 

최고 성적)

2013학번 이전
유효기간 상관없이 수강 학기의 개강 전까지 취득한 TEPS 성적(신입생 TEPS 특별시험 성적 포함) 중 
최고 성적
※ 2022학년도 1학기의 경우 TEPS 정기시험은 318회(2022년 2월 13일 시행) 성적까지만 인정됨

  2) TEPS 성적 등록
(1) 2014학번 이후 학생은 신입생 TEPS 특별시험의 성적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외국에서 TEPS에 응시했거나 외국인(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TEPS관리위원회의 성적 조회 시 0점으로 조

회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대학영어 사무실을 통해 본인의 수강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3) 2014학번 이후 입학생 중 입학 시 TEPS 성적보다 높은 TEPS 성적으로 대체하고 싶은 학생, 입학 시 

TEPS 성적이 없어서 TEPS 성적을 새로 등록하고 싶은 학생은 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에 성적을 직접 등록
해야 한다.

※ TEPS 성적 등록 방법: https://liberaledu.snu.ac.kr/board/notice/view/569 확인
https://my.snu.ac.kr→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별학생정보입력→“어학점수” 선택
→“추가” 클릭 후 어학구분을 “수강자격검사”로 선택→TEPS 성적표 스캔본 업로드→저장 및 신청

※ TEPS 성적 확인 방법:
https://my.snu.ac.kr→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활동정보조회→어학점수내역

  3) 외국인 학생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수강규정이 적용된다.
  4) 교류학생 및 방문학생
   TEPS 성적 없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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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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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강부적격 판정과 성적처리
(1)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수강기준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없고,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이전 단계에 

속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는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수강할 수 없고 따라서 성적을 받을 수 
없다.

(2) 본인의 TEPS 성적보다 낮은 단계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수강할 수 없고 따라
서 성적을 받을 수 없다.

(3)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보다 높은 단계의 수업을 이미 이수한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수강할 수 
없고 따라서 성적을 받을 수 없다.

  7)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불가

https://liberaledu.snu.ac.kr/board/notice/view/569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교생실습과 관련된 일
체의 유계결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동시수강 및 재수강 관련 규정
  1) 동시수강 관련 규정

  (1) 한 학기에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두 개 이상을 동시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점을 받을 수 없다.

  (2) 단,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글쓰기, 말하기)은 동시 수강 가능하다. <고급영어>에 속한 7개 과목
(산문, 학술작문, 영화, 연극, 문화와 사회, 발표, 문학) 또한 한 학기에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2) 재수강 관련 규정
  (1)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영어 1>을 수강한 경우 <대학영어 2>나 

<고급영어>로 재수강할 수 있다. 대체교과목 재이수로 신청해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재이수로 신청하
지 않을 경우 각각의 과목을 따로 들은 것으로 인정된다.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글쓰기, 말하기)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되며, <고급영어>에 속
한 7개 과목(산문, 학술작문, 영화, 연극, 문화와 사회, 발표, 문학)도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대체교과목 재이수로 신청해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재이수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과목을 따로 
들은 것으로 인정된다.

  (3) 200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가 모두 2학점으로 개설되었
으므로 이들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2학점만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까지 이들 과
목을 재수강한 학생들은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
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4)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기초영어>가 일선에서 교양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했
던 <기초영어> 재수강시 일선이 아니라 교양 학점으로 인정된다.

4. 말하기교실과 글쓰기교실 이수 규정
  1)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모두 말하기교실을 이수해야 한다. 본 수업 수강신청과 동시

에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 말하기교실은 본 과목 총점의 10%를 차지한다.
  3)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당 최소 1회 글쓰기교실을 방문하여 지도받아야 한다. 글쓰기교실은 

본  과목 총점의 10%를 차지한다. 개강과 동시에 글쓰기교실 방문 예약 일정에 관한 안내 자료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예약 기간 내에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4)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재수강하게 되면 말하기교실과 글쓰기교실 역시 다시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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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