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신입생 영어 기초학력평가 추가 실시 안내
영어 기초학력평가는 신입생 여러분이 대학생활 중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기초교양(교양필수)
『의사소통 영어』 교과목의 수준 별 수강을 위해 실시합니다. 본 평가 결과는 정규 교과목 성
적에 반영되지 않으니 본인의 영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실력대로 성의있
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미 응시자는 영어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영어 기초학력평가 응시
1. 대

상

가. 2017학년도 신입생 중 미 응시자
나. 2017-2학기 외국인 입학생
2. 평가방식 : 온라인 모의토익
가. 문항 : 듣기 50문항 + 독해 50문항 = 100문항
나. 소요 시간 : 60분
3. 응시방법
가. 평가 전용 홈페이지 http://inha.english.co.kr 접속
나. 로그인 – 아이디 : 수험번호 5자리 / 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다. 응시절차
ㅇ 로그인→ 신입생 영어 기초학력평가 → 시험 차수 확인 → 접수하기 → 응시하기
라. 기타 유의사항 : 듣기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응시 전 스피커 상태 확인

▣ 응시 및 결과확인 일정
구분
1. 평가 응시

일정

비고

2017. 08. 03.(목) ~ 08. 04.(금) 10:00 ~ 17:00
2017. 08. 07.(월) ~ 08. 08.(화) 10:00 ~ 17:00

2. 평가 점수 확인

2017. 08. 09.(수) 11:00부터 확인(예정)

3. 과목 레벨 확인

2017. 08. 09.(수) 11:00부터 확인(예정)

평가 홈페이지

수강신청 홈페이지

2017. 08. 10.(목) ~ 08. 11.(금)
4. 수강신청

2017. 08. 16.(수) ~ 08. 17.(목)
10:00 ~ 17:00

※ 관련 홈페이지
◎ 평가 홈페이지 : http://inha.english.co.kr
◎ 수강신청 홈페이지 : http://sugang.inha.ac.kr
◎ 프런티어학부대학 홈페이지 : http://generaledu.inha.ac.kr

수강신청 홈페이지

▣ 결과확인 및 수강신청
1. 기초학력 평가의 점수는 지정 기간에 “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의사소통 영어』 교과목의 레벨은 지정 기간에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ㅇ 수강신청 홈페이지 : 성적확인 → 기초필수과목확인
3. 본인이 배정된 레벨에 따라 지정 기간에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아래 교과목 수강신청
레벨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초급

의사소통 영어

GEB1107

3

중급

의사소통 영어: 중급

GEB1108

3

고급

의사소통 영어: 고급

GEB1109

3

기초

대학기초영어

GEG2033

3

미응시

비고

『대학기초영어』 선 이수 후
의사소통 영어 과목 수강
영어과목 수강신청 불가

4. 단과대학별 이수학기
구분

단과대학

『의사소통 영어』 이수학기

“A”그룹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1학년 2학기

경영대학, 사범대학,
“B”그룹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의과대학,

1학년 1학기

예술체육학부, 국제학부, 미래융합대학
5. 수강신청 유의사항
가. 『의사소통 영어』 교과목은 단과대학별로 이수학기가 구분되어 있으나, B그룹에 속한
학생들도 2017학년도 2학기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나. 『대학기초영어』 교과목이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학생들은 A/B 그룹에 관계없이 2017학
년도 2학기에

『대학기초영어』를 수강하고, 차기 학기에 의사소통 영어 교과목을 수강하

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학력평가 결과 배정받은 의사소통 영어 교과목 레벨은 절대 변경 불가하오니 반드
시 본인의 실력대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프런티어학부대학 행정실 (사무실 : 60주년-1306호 / 연락처 : 032-860-9254)

2017. 07.

프런티어학부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