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과목 이수
1) 기초교양교과목
구분

기초교양과목

인문 및 사회계열 (15학점)

우리말과글쓰기(구. 국어와작문), College English(구. 영어I /
구.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Advanced English(구. 영어II / 구.
고급영어), 제2외국어
※ 국제학부: Research Writing(구. 논문작성법(10811))
(Advanced English(구. 영어II / 구. 고급영어) 대체교과목)

자연 및 예체능계열 (12학점)

우리말과글쓰기(구. 국어와작문), College English(구. 영어I /
구.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Advanced English(구. 영어II / 구.
고급영어)와 제2외국어 중 택1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인문 및 사회계열
(15학점)

사고력과글쓰기, College English(구. 영어I / 구.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Writing and Discussion, 제2외국어

자연계열 (12학점)

사고력과글쓰기, College English(구. 영어I / 구.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Writing and Discussion

※ 사고력과글쓰기는 우리말과글쓰기, Writing and Discussion은 Advanced English(구. 영어II /
구. 고급영어) 대체 교과목임
약학대학(6년제) (3학점)

기독교와세계

가) 제2외국어 지정과목
(1) 기본중국어, 중급중국어, 기본프랑스어, 중급프랑스어, 기본독일어, 중급독일어, 기본일본어,
중급일본어, 기본스페인어, 중급스페인어, 기본러시아어(각 3시간/3학점, 계절학기에만 개설됨)
※ 중국어I, 중국어II, 프랑스어I, 프랑스어II, 독일어I, 독일어II, 일본어I, 일본어II, 스페인어I, 스
페인어II, 러시아어I, 러시아어II(각 3시간/2학점)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을 위한 교과목
이므로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초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함
(2)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2외국어 이수사항 면제함
제2외국어가 필수인 계열은 제2외국어를,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 고급영어) 중 선택
인 계열은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 고급영어) 모두를 필수 해지함(재적생 소급적용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대학별 기초교양과목 지정 수강 학년/학기
대학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기

인문과학대학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우리말과글쓰기, Advanced
제2외국어, 기독교와세계
English(구.고급영어)

사회과학대학

우리말과글쓰기, Advanced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English(구.고급영어),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

자연과학대학

우리말과글쓰기,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중 택1

공과대학

우리말과글쓰기,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중 택1

음악대학

우리말과글쓰기

기독교와세계,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중 택1

조형예술대학

우리말과글쓰기

기독교와세계, College

제2외국어와

1학년

대학

1학기

2학년
2학기

English(구.대학영어)

1학기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중 택1

우리말과글쓰기, Advanced
교육,유교,초교,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English(구.고급영어),
교공,특교,사생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
사
범
대
학

영교,국교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우리말과글쓰기, Advanced
제2외국어, 기독교와세계
English(구.고급영어)

과교,수교

우리말과글쓰기,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우리말과글쓰기, Advanced
제2외국어, 기독교와세계
English(구.고급영어)

경영대학

우리말과글쓰기,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건강과학대학

스
크
랜
튼
대
학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중 택1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와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중 택1

약학대학
(6년제)

기독교와세계(3-1학기)

스크랜튼학부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Writing and Discussion,
사고력과글쓰기,
사고력과글쓰기,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

국제학부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우리말과글쓰기, 논문작성법,
기독교와세계
제2외국어

다) 교양영어 이수 안내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수능외국어영역 등급 기준 또는 영어평가시험결과에 따라 교양영
어를 이수하여야 함
(2) 이수대상 및 수강 안내
교과목명
(학수번호)
Essential
English
(구.기본영어)
(10901)

이수대상 및 수강안내
이수대상

수강

이수대상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10098)

Advanced
English
(구.고급영어)
(10099)

① 영어평가시험 결과 기본영어 성적에 해당하는 자
② 수능외국어영역 성적 미소지자이면서 영어평가시험 미응시자
③ 수능외국어영역 3등급 미만이면서 영어평가시험 미응시자
① Essential English (구.기본영어) 수강자에 한하여 1학년 1학기에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가능
② 재수강: 이전 취득성적이 C+이하인 학생으로 여름계절학기에만 가능
③ 수강철회 금지: 신입생을 위한 교양영어 교과목으로 수강철회 불가능
① 영어평가시험 결과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성적에 해당하는 자
② 수능외국어영역 3등급 이상인 자
③ 면제자반: iBT TOEFL 성적 105점 이상* 또는 영어면제시험결과 이에 준하는 자

수강

①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는 반드시 1학년 지정된 학기, 지정된 분반으로
수강하여야 함.
②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면제자는 지정된 수강학기에 한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가능
③ 재수강: 이전 취득성적이 C+이하인 학생으로 계절학기에만 가능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이전 취득성적이 D+이하인 경우는 학기 중
재수강 가능)
④ 수강철회 금지: 1학년 필수 교양 교과목으로 수강철회 불가능

이수대상

①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이수자(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면제자반
이수자 포함)
② 면제자반: iBT TOEFL 성적 115점 이상* 또는 영어면제시험 결과 이에 준하는
자

수강

① Advanced English (구.고급영어) 면제자는 지정된 수강학기에 한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가능
② 재수강: 이전 취득성적이 C+이하인 학생으로 계절학기에만 가능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이전 취득성적이 D+이하인 경우는 학기 중
재수강 가능)

교과목명
(학수번호)

이수대상 및 수강안내
③ 수강철회 금지: 면제자반 학생은 수강철회 불가능

기타
교양영어
(구 영어III,
IV)

수강

① 해당과목
- 학술영어(10567) (구 영어 III), 시사영어(10596), Business영어(10597),
영어연설(10641), 스크린영어(10643), 고급독해(10644), 세계여성과영어(10709),
논문작성법(10811) (구 영어 IV)
- Rhetoric and Composition(11051), Special Topics in English(11052),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Video Games(11161), Middle Eastern Political Theology(11162),
Literacy in the 21st Century(11163), Contemporary Photography(11164), Topics in
Multiethnic American Literature(11165), Literary Themes in Films(11310), Reading
American Popular Culture in the Digital Age(11330)
② 수강대상: 2020학년도부터 위 교양영어 교과목의 College English(구.대학영어)
및 Advanced English(구.고급영어) 선수과목 해지

*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Advanced English (구.고급영어) 면제는 입학 전 해당 기간에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소통교육실
(구. 교양영어실)로 성적표를 제출한 자에 한함

(3)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Advanced English (구.고급영어) 면제
신청학점 및 영어인증 학점을 합하여 총 6학점 이내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4) Essential English (구.기본영어), College English (구.대학영어), Advanced English (구.고급영어)는
반드시 지정된 학기, 지정된 분반으로 수강하여야 함
※ 지정된 학기, 지정된 분반에서 수강하지 않을 경우 4학기 이상 이수 후 계절학기로만 수
강 가능함. 단, Advanced English (구.고급영어)는 인문사회계열만 해당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소통교육실 홈페이지(http://gleo.ewha.ac.kr) 참고
문의: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소통교육실(구. 교양영어실) (Tel: 02) 3277-2158)
2) 핵심교양과목
가)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의 핵심교양과목 이수 기준
대학

핵심교양과목 이수 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7개 영역 중 5개 영역 선택하여 각 영역별 1과목(3학점)씩 총 15학점 이수

약학대학(6년제)

이수 면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6년제) 제외

7개 영역 중 4개 영역 선택하여 각 영역별 1과목(3학점)씩 총 12학점 이수
단, 자연과학대학은‘자연과과학’영역을 포함하여 이수

※ 핵심교양영역(7개): 사고와소통영역, 인간의이해영역, 사회의이해영역, 역사와문화영역, 자연과과학영역, 예술의
이해영역, 세계의이해영역

◀참고▶ ① 마이유레카 > 학사 > 교과 > 교과과정안내 또는
②「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핵심교양 영역별 교과목 안내 바로가기」

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핵심교양과목 이수
(1) 핵심교양과목 영역별 1과목(3학점)씩 4개영역 총 12학점 이수(주제통합형 교양교과목 필수이
수 해지)
(2) 개편 전 일반영역(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의 각각 다른 영역으로 이수한 교양필수 교과목이
개편 후 핵심교양과목의 동일 영역으로 개편되어도 각각의 영역 이수로 인정하며, 개편 전 이
수한 일반영역(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교과목이 개편 후 핵심교양과목에서 제외되거나 폐지
된 경우도 일반영역 교양 필수 학점으로 인정함.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8학년도 이
전에 일반영역 교양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개편 후 핵심영역 교양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으로

재수강할 경우, 개편 전 이수한 일반영역이수가 삭제되고 개편 후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이
수되므로 핵심영역 교양과목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3) 기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핵심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마이유레카 > 학사 > 교과
> 교과과정안내를 참고 또는 이화홈페이지 > 교과과정안내 > 전공별 교과과정 보기에서 교과
년도: 입학년도, 대학/학부/전공 선택, 출력구분: ‘주전공’선택 후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