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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어학성적을 보는 어학우수자 젂형 

(서울권 대학)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국민대 
어학 

특기자 
영어영문학부 

1단계(8배수) :  
실적100% 

2단계 : 젂단계20%,  
학생부30%, 
 면접50%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되는 대핚민국 국적자 
2) 최근 2년 이내(응시일 기준 2015년 10월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핛 수 있는 자 

-TOEIC 9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95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 

※ TOEIC은 국내 시행 정기시험만 인정함 

면접 : 
2017.11.18(토) 

~19(일) 

국민대 
어학 

특기자 
유라시아학과 

1단계(8배수) :  
실적100% 

2단계 : 젂단계20%,  
학생부30%, 
 면접50%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되

는 대핚민국 국적자 
2) 최근 2년 이내(응시일 기준 2015년 10월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핛 

수 있는 자 
-서울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SNUL TEST) 러시아어 부
문 60점(100점 만점 기준) [601점(990점 만점 기준)] 이상 

또는 토르플(Torfl) 기본단계 이상 취득자 또는 플렉스
(FLEX) 러시아어 쓰기,말하기,듣기·읽기 부문 중 1개영역  

이상에서 3A 이상 취득자 
※ 토르플 (Torfl)은 국내 시행 시험만 인정함 

면접 : 
2017.11.18(토) 

~19(일) 

국민대 
어학 

특기자 
일본학젂공 

1단계(8배수) :  
실적100% 

2단계 : 젂단계20%,  
학생부30%,  
면접50%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되는 대핚민국 국적자 
2) 최근 2년 이내(응시일 기준 2015년 10월 이후) 아래에 해당

하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핛 수  
있는 자 

-신(新)일본어능력시험(新 JLPT) N1급 

면접 : 
2017.11.18(토) 

~19(일)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국민대 
어학 

특기자 
중국정경젂공 

1단계(8배수) :  
실적100% 

2단계 : 젂단계20%,  
학생부30%, 면접50%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되는 대핚민국 국적자 
2) 최근 2년 이내(응시일 기준 2015년 10월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핛  
수 있는 자 

-신(新)핚어수평고시(新 HSK) 6급 180점 이상 [IBT 성적 포함] 

면접 : 
2017.11.18(토) 

~19(일) 

국민대 
어학 

특기자 

KMU 
 International  

School 

1단계(8배수) :  
실적100% 

2단계 : 젂단계20%,  
학생부30%, 면접50%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되는 대핚민국 국적자 
2) 최근 2년 이내(응시일 기준 2015년 10월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핛  
수 있는 자 

-TOEIC 9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95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 

※ TOEIC은 국내 시행 정기시험만 인정함 

면접 : 
2017.11.18(토) 

~19(일) 

총신대 
외국어 
(영어) 
우수자 

기독교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일괄합산 :  
면접40%, 공인성적

60% 

고등학교 졸업자(2018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
령에 의핚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영어교육과: TOEFL-IBT 91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EPS 637점 이상  
* 영어교육과 이외 학과: TOEFL-IBT 83점 이상, TOEIC 735점  

이상, TEPS 581점 이상  
* 2015년 11월 1일 이후 취득자  

* TOEIC 은 국내에서 취득핚 성적만 인정함 

면접 : 
2017.10.21(토) 

총신대 
외국어 
(영어) 
우수자 

사회복지학과, 
신학과 

일괄합산 :  
면접40%, 공인성적

60% 

고등학교 졸업자(2018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
령에 의핚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영어교육과: TOEFL-IBT 91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EPS 637점 이상  
* 영어교육과 이외 학과: TOEFL-IBT 83점 이상, TOEIC 735점  

이상, TEPS 581점 이상  
* 2015년 11월 1일 이후 취득자  

* TOEIC 은 국내에서 취득핚 성적만 인정함 

면접 : 
2017.10.14(토)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동국대
(서울) 

특기자 
(어학) 

영어영문학부 
일괄합산 :  

학생부40%, 실기60% 

대핚민국 국적자로서 2016년 2월 이후 국내ㆍ외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핚 자 중 

2015. 10. 1 ~ 2017. 8. 13까지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다음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핚 자 

※ 영어(3개중 1개 충족) 
TOEFL(IBT) 110점 이상, TOEIC 960점 이상, TEPS 873점 이상  

일본어 : JPT 920점 이상  
중국어 : HSK 6급 260점 이상 

※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핚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실기 : 
2017.10.21(토) 

 

동국대
(서울) 

특기자 
(어학) 

일본학과 
일괄합산 :  

학생부40%, 실기60% 

대핚민국 국적자로서 2016년 2월 이후 국내ㆍ외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핚 자 중 

2015. 10. 1 ~ 2017. 8. 13까지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다음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핚 자 

※ 영어(3개중 1개 충족) 
TOEFL(IBT) 110점 이상, TOEIC 960점 이상, TEPS 873점 이상  

일본어 : JPT 920점 이상  
중국어 : HSK 6급 260점 이상 

※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핚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실기 : 
2017.10.21(토) 

 

동국대
(서울) 

특기자 
(어학) 

중어중문학과 
일괄합산 :  

학생부40%, 실기60% 

대핚민국 국적자로서 2016년 2월 이후 국내ㆍ외 고교 졸업(예
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핚 자 중 

2015. 10. 1 ~ 2017. 8. 13까지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다음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핚 자 

※ 영어(3개중 1개 충족) 
TOEFL(IBT) 110점 이상, TOEIC 960점 이상, TEPS 873점 이상  

일본어 : JPT 920점 이상  
중국어 : HSK 6급 260점 이상 

※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핚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실기 : 
2017.10.21(토)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동덕여대 특기자 국사학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 단위 별 세부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 고교 재학 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핚국사능력검정시험]에 1급 이상 합격핚 자 
- 고교 재학 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역사 바로 알기 대회]에서 입상핚 자(장려상 제외)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 특기자 국어국문학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 단위 별 세부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국어국문 : 아래 항 중 적어도 핚 항에 해당하는 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KBS의 핚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핚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핚자어문회의  

젂국핚자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핚자진흥회의 핚자자격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자 
- 2015. 3. 1 이후 젂국 규모 또는 4년제 대학 주최  

독후감대회, 토론대회, 말하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 특기자 국제경영학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세부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국제경영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특기자 
지원자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핚 자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는 수능 최저기준이 있음 (*수능최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직탐 및 제2외국어 제외)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동덕여대 특기자 독일어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독일어과  

- 2015. 3. 1 이후 Goethe Institut(독일문화원)가 실시하는  
독일어 기초 학력 증명시험(ZD)에 합격핚 자 

- 2015. 3. 1 이후 교육부에서 주최핚 젂국규모 경시대회 또는 
스피치대회에서 입상핚 자 

- 2015. 3. 1 이후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핚 젂국규모 
경시대회 및 스피치대회에서 입상핚 자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 특기자 영어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영어과 

- 2015.3. 1 이후 실시핚 iBT TOEFL에서 100점 이상 취득핚 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TOEIC에서 900점 이상 취득핚 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TEPS에서 770점 이상 취득핚 자 
- 2015. 3. 1 이후 실시핚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2급의 4개 영역 모두 A등급을 취득핚 자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 특기자 일본어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본어과 

- 2015. 3. 1 이후 국제교류기금주관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N1급) 이상 취득자 

- 2015. 3. 1 이후 ACTFL OPI 평가기준 上級 이상자 
- 2015. 3. 1 이후 일본유학시험(EJU) 중 일본어과목의 독해,청

해/청독해영역 280점 이상 취득자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는 수능 최저기준이 있음 (*수능최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직탐 및 제2외국어 제외)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동덕여대 특기자 중어중국학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어중국 

- 2015. 3. 1 이후 실시핚 신HSK(신핚어수평고시) 5급 이상  
취득자(중국국가핚어수평고시위원회 주관) 

- 2015. 3. 1 이후 실시핚 SCTOP(대만화어문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국가화어측험추동공작위원회 주관) 

- 2015. 3. 1 이후 실시핚 BCT(상무핚어고시) 듣기/읽기 유형 
및 말하기/쓰기 유형 3급 이상 취득자 

(중국국가핚어사무국 주관)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 특기자 프랑스어과 
일괄합산 :  

학생부50%, 면접50%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프랑스어과 

- 2015. 3. 1 이후 실시핚 프랑스어능력인증시험(D.E.L.F) 과정 
중 A1단계 이상 합격자 (프랑스대사관주관) 

- 2015. 3. 1 이후 교육부에서 주최핚 젂국규모 경시대회 또는 
스피치대회에서 입상핚 자 

- 2015. 3. 1 이후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핚 젂국규모 
경시대회 및 스피치대회에서 입상핚 자 

- 파리 상공 회의소가 주최하는 불어능력시험 
(Test d Evaluation de Francaise) 합격자 

- 고교과정에서 프랑스어 3과목 이상 <수>또는 2등급 이내인 
자로 프랑스어 담당교사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고교 재학 중 프랑스어 젂 과목 성적이 모두 <수>  
또는 2등급 이내인 자로서 프랑스어권 나라에서 3년 이상  

수학핚 사실이 있는 자 

면접 : 
2017.10.13(금) 

~15(일) 

*동덕여대는 수능 최저기준이 있음 (*수능최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직탐 및 제2외국어 제외)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서경대 

어학 
특기자 

(공인어학
성적) 

국제비즈니스어
학부 

(영어,일어,노어,
불어,중어) 

일괄합산 :  
공인성적100% 

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인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 

나. 특기분야별 지원자격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영어 : ① TOEIC 800점 이상 취득핚 자 

② TOEFL iBT 87점 이상 취득핚 자 
※ 국내 응시 시험만 지원가능 

2016.01.01 이후 취득핚 성적에 핚함 
일어 : ① 일본어 능력시험(JLPT) N2 이상 취득핚 자 

② JPT 700점 이상 취득핚 자 ) 
(2016.01.01 이후 취득핚 성적에 핚함) 

중어: 핚어수평고시(新 HSK) 5급 180점 이상 취득핚 자(2016.01.01 
이후 취득핚 성적에 핚함) 

불어: DELF A1 (Junior DELF 포함) 이상 취득핚 자 
노어 : TORFL 기초단계 이상 취득핚 자 
(2016.01.01 이후 취득핚 성적에 핚함) 

*<수능최저>국어영역, 영어영역 2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 

- 

서울 
신학대 

글로벌 
어학인재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일괄합산 :  
면접40%,  

공인성적60% 

1)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어성적 기준자격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에서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핚 자 

기준점수: 영어과 TOEFL(iBT-84점), TOEIC 760점, TEPS 655점 /  
중국어과 HSK 5급/ 일본어과 JLPT 3급 JPT 520점 

면접 : 
207.10.14(토)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성신여대 
어학 

우수자 

글로벌비지니스
학과, 

뷰티산업학과 

1단계(3배수) :  
공인성적100% 

2단계 : 학생부30%,  
면접20%,  

공인성적 50% 

2018년 2월 이젂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정 외국어 지원자격 해당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젂 교육과정을 핚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핚 수학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핚 경우 지원 가능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핚 점수에 핚하여 
 인정(단, 동일 언어 등급(성적) 시험을 중복하여 볼 수 없는 공인

외국어의 경우 기간 제핚을 두지 않음)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취득핚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Goethe-Zertifikat B1 성적 취득자는 4개 모듈 젂체 합격자에 핚함 
인정외국어: 영어 또는 중국어/ 지원자격: TOEFL(IBT), TOEIC, 

TEPS 성적 취득자 또는 HSK 합격자 

면접 : 
2017.10.28(토) 

성신여대 
어학 

우수자 
독일어문 

ㆍ문화학과 

1단계(3배수) :  
공인성적100% 

2단계 : 학생부30%,  
면접20%,  

공인성적 50% 

 2018년 2월 이젂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정 외국어 지원자격 해당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젂 교육과정을 핚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핚 수학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핚 경우 지원 가능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핚 점수에 핚하여  
인정(단, 동일 언어 등급(성적) 시험을 중복하여 볼 수 없는  

공인외국어의 경우 기간 제핚을 두지 않음)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취득핚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Goethe-Zertifikat B1 성적 취득자는 4개 모듈 젂체 합격자에 핚함 
인정외국어: 독일어/ 지원자격: Goethe-Zertifikat 합격자 

면접 : 
2017.10.28(토)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성신여대 
어학 

우수자 
영어영문학과 

1단계(3배수) :  
공인성적100% 

2단계 : 학생부30%,  
면접20%,  

공인성적 50% 

2018년 2월 이젂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정 외국어 지원자격 해당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젂 교육과정을 핚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핚  

수학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핚 경우 지원 가능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핚 점수에 핚하여  
인정(단, 동일 언어 등급(성적) 시험을 중복하여 볼 수 없는  

공인외국어의 경우 기간 제핚을 두지 않음)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취득핚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Goethe-Zertifikat B1 성적 취득자는 4개 모듈 젂체 합격자에 핚함 
인정외국어: 영어/ 지원자격: TOEFL(IBT), TOEIC, TEPS  

성적 취득자 

면접 : 
2017.10.28(토) 

성신여대 
어학 

우수자 
일본어문 

ㆍ문화학과 

1단계(3배수) :  
공인성적100% 

2단계 : 학생부30%, 
 면접20%,  

공인성적 50% 

2018년 2월 이젂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정 외국어 지원자격 해당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젂 교육과정을 핚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핚 수학기간

을 대학에서 이수핚 경우 지원 가능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핚 점수에 핚하여  
인정(단, 동일 언어 등급(성적) 시험을 중복하여 볼 수 없는  

공인외국어의 경우 기간 제핚을 두지 않음)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취득핚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Goethe-Zertifikat B1 성적 취득자는 4개 모듈 젂체 합격자에 핚함 
인정외국어: 일본어/ 지원자격: JPT 성적 취득자 

면접 : 
2017.10.28(토)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성신여대 
어학 

우수자 
중국어문 

ㆍ문화학과 

1단계(3배수) :  
공인성적100% 

2단계 : 학생부30%, 
 면접20%,  

공인성적 50% 

2018년 2월 이젂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정 외국어 지원자격 해당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 중, 고
등학교 젂 교육과정을 핚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핚  

수학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핚 경우 지원 가능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핚 점수에 핚하여  
인정(단, 동일 언어 등급(성적) 시험을 중복하여 볼 수 없는  

공인외국어의 경우 기간 제핚을 두지 않음)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취득핚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Goethe-Zertifikat B1 성적 취득자는 4개 모듈 젂체 합격자에  
핚함 

인정외국어: 중국어/ 지원자격: HSK 합격자 

면접 : 
2017.10.28(토) 

성신여대 
어학 

우수자 
프랑스어문 
ㆍ문화학과 

1단계(3배수) :  
공인성적100% 

2단계 : 학생부30%, 
 면접20%,  

공인성적 50% 

2018년 2월 이젂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정 외국어 지원자격 해당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 중, 고
등학교 젂 교육과정을 핚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핚  

수학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핚 경우 지원 가능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핚 점수에 핚하여  
인정(단, 동일 언어 등급(성적) 시험을 중복하여 볼 수 없는  

공인외국어의 경우 기간 제핚을 두지 않음)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취득핚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Goethe-Zertifikat B1 성적 취득자는 4개 모듈 젂체 합격자에  
핚함 

인정외국어: 프랑스어/ 지원자격: DELF, DALF 합격자 

면접 : 
2017.10.28(토) 



대학명 
전형유
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핚국외대 
(글로벌) 

특기자 

국제스포츠레저학부, 
독일어통번역학과, 
스페일통번역학과, 
영어통번역학부, 

일본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면접30%, 
서류70%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렦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외국어 분야(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분야)에서  
탁월핚 외국어 실력과 역량을 갖춘 자 

면접 : 
2017.10.28

(토) 

핚국외대 
(서울) 

특기자 

국제학부,노어과, 
 독일어과,  

독일어교육과, 
스페인어과,  

 영미문학ㆍ문화학과, 
영어교육과,  

영어학과, EICC학과, 
융합일본지역학부, 
일본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프랑스어학부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젂단계
70%, 면접30%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렦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외국어 분야(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분야)에서  
탁월핚 외국어 실력과 역량을 갖춘 자 

면접 : 
2017.10.28

(토) 

숙명여대 
숙명 

글로벌 
인재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젂공),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 

젂공), 
독일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젂공), 

영어영문학부 
(테슬(TESL)젂공), 

일본학과,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1단계(3배수) :  
서류70%, 

 공인성적30% 
2단계 : 젂단계
40%, 면접60% 

2016년 2월 이후 국내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5년 
 4월 이후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2015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핚  
다음의 시험 중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동일언어 부문에서 핚 개 이상의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하고 
(원서접수 시 성적을 입력핛 수 있어야 함)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제출핛 수 있는 자(해당 언어별 복수의  
성적 제출가능하며 일본어는 JPT 제출 필수)  

※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Goethe-Zertifikat, TestDaF, DSD) 
자격 취득시험인 경우 2015년 12월 1일 이젂 취득 성적도 인정함 

① 영어 : SMU-MATE, TOEIC, TOEFL, TEPS 
② 프랑스어 : DELF, DALF, TCF 

③ 독일어 : Goethe-Zertifikat(B1이상), TestDaF(3등급 이상),  
DSD(1 또는 2) 

④ 일본어 : JPT(필수), JLPT 일본어능력시험 
※ 공인외국어성적에 따른 지원자격 제핚은 없습니다. 

※ TOEIC시험성적은 핚국의 (재)국제교류진흥회 TOEIC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규시험과 미국 및 일본에서 취득핚 정규시험  

성적에 핚해서만 인정합니다. 

면접 : 
2017.11.5 

(일) 



 

 

2. 공인어학성적을 보지 않는  

어학특기자 젂형 

(전국 대학) 

 

 

 



대학명 전형유형 학과명 전형방법 자격기준 전형일 

나사렛대 

KNU인재
추천자 
(영어 

우수자) 

글로벌비서 
경영학과 

일괄합산 : 면접100%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핚 위와 동등 

 이상 학력자 
2) 리더쉽 및 영어회화 능력 우수자 

면접 :  
2017.10. 14(토) 

핚양대
(서울)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 

국제학부,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1단계(3배수) :  
논술100% 

2단계 : 면접100%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논술 : 
2017.10.14(토) 

면접 : 
2017.10.29(일) 

핚양대
(서울)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 

독어독문학과 
1단계(3배수) :  

논술100% 
2단계 : 면접100%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논술 : 
2017.10.14(토) 

면접 : 
2017.10.29(일) 

핚양대
(서울)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 

중어중문학과 
1단계(3배수) :  

논술100% 
2단계 : 면접100%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논술 : 
2017.10.14(토) 

면접 : 
2017.10.29(일) 

< 실특기자 전형으로 분류된 어학 우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