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10월 26일(월) 09:00 ~ 10월 30일(금) 23:59 (※기간종료 이후 신청불가)
나. 신청방법(학생)
유레카

로그인

→

마이유레카

→

성적

→

인증제학점신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

후 제출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청기간내 제출
1) 학생 유레카 메인 화면

2) 인증제 신청 화면(※2018-2학기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동의해야 인증제 신청 가능)

3) 상세내역 입력 화면(※신청 후 저장 클릭 후 닫기를 해야 신청이 완료됨)
2학기

다. 제출서류
1) 제출처: 소속대학 행정실
2) 소속대학, 학부, 전공, 학번, 성명을 기재한 후 제출.
3)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접수 시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라. 유의사항: 마이유레카에서 신청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인증종류
영어인증

제출서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과 사본 각 1부
공인자격증 원본 또는 성적확인서 출력본(해당기관 홈페이지 출력)과
사본 각 1부

정보인증

※ 추가제출서류
1. MOS시험의 경우 시험 아이디 화면 캡처 출력물 1부도 함께 제출
2. E-Test의 경우 원본과 OA마스터확인서 함께 제출
(원본 제출 어려울 시 자격확인서와 OA마스터확인서 제출)

※추가서류

TOEIC을 응시한 중증청각장애인은 복지카드 복사본 또는 장애인 확인서
1부 제출

2. 인정기준
가. 영어인증제: 2년 이내(2019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에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아래 기준에 상응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구분

인증기준 점수

TOEFL(PBT)

600

TOEFL(iBT)

100

TOEFL(CBT)

250

TOEIC

900(400*)

* TOEIC의 경우 중증청각장애인은 독해부분만 평가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400점으로 함.
(중증청각장애인 기준은 TOEIC시험 장애인 응시규정에 따름)
* TOEFL의 경우 My best score도 인정 가능하나, Reding/Listening/Speaking/Writing
모두 2년이내(2019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에 응시한 성적일 경우에만 인정됨.
* 2003학년 이전 입학생은 교무처 학적팀에 개별적으로 문의
나. 정보인증제: 본교에서 지정한 공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마지막 페이지 표1. 정보인증제 공인자격시험 참조)

3. 학점인정
가. 영어인증 3학점, 정보인증 3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하며,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예: 『2020-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 인증제(3~6)학점)
나.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영어인증제를 통한 취득학점은 영어강의 인정교과목에서 제외
다.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대학영어, 고급영어 면제신청학점 및 영어인증학점을 합하여 6학
점 이내만 인정이 가능(대학영어와 고급영어 모두 면제받은 자는 영어인증 신청불가, 정보인
증은 신청 가능).
라. 영어 및 정보인증으로 취득한 성적은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개인별 성적표에 반영.
마이유레카 내 “성적 → 개인성적조회 또는 학업성적부출력” 메뉴에서 확인 가능

※예시: 2020학년도 2학기에 영어(TOEIC) 및 정보인증(MOS)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학기

교과목명

성적

학점

영어인증시험

S

3

정보인증시험

S

3

2020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4. 유의사항
가. 제출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및 공인자격증은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발견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영어 및 정보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
인정>영어 및 정보인증제” 참조
<표1. 본교인증 정보인증 공인자격증시험>
자격종류 및 인증기준

시행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정보소양능력평가시험
(E-TEST):e-Professionals 영역에서 3과목 모두 2급 이상
※ 2013-1학기부터 변경사항: e-Professionals마스터2급,
Word, Excel, Powerpoint의 평균 등급이 2급 이상

한국창의인성
교육연구원

www.e-test.co.kr

이화여대, (주)비트컴퓨터

aitec.ewha.ac.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와이비엠
시사닷컴

www.ybmit.com

어도비

www.vue.com

오라클

www.oracle.com/kr

마이크로소프트

www.mcpclub.net

시스코시스템즈

www.cisco.co.kr

이화여대-(주)비트컴퓨터IT전문가과정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평가시험>
아래의 3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함
1. MOS
(1) Word (Core/Expert)
(2) Excel (Core/Expert)
(3) Powerpoint (Core)
2. MCAS
(1) Word (2007)
(2) Excel (2007)
(3) Powerpoint (2007)
※ MOS 2013 Expert 등급으로 응시할 경우
Expert1, Expert2 모두 취득하여야 함.
ACE(Adobe Certified Expert)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DBA(Database Administrator)
OCJ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Java Programmer)
MCP(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CCIE(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2003학년 이전 입학생은 교무처 학적팀에 개별적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