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후기 학위청구 자격시험 시행 안내
1. 고사시행 세부계획
구

분

응시자격

응시원서 신청방법
및
특강안내

세

부

진

행

일

정

① 외국어시험(영어) : 1학기 이수자(2학기생 이상) 및 미응시자(불합격자 포함)
② 종합학력시험(전공) : 18학점 이상 이수자(연구지도과목 제외) (4학기생) 및
미응시자(불합격자 포함)
① 신청기간 : 2022.9.6(화) ~ 9.17(토)
② 영어특강일정 : 자료대체
➂ 응시원서 입력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포탈 → [웹정보] 클릭→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화면 상단 학사지원-> 대학원 클릭
가. 외국어 시험 : [외국어시험신청]클릭 → <제1외국어><영어><죽전캠퍼스>
확인 후 저장
나. 종합학력시험 : [종합학력시험신청] 클릭→ <전공1><전공2>
(2과목 신청해야 함) 클릭 후 저장

※ 응시원서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입력한 후 저장
응시료
시험과목
시험일정
및 합격점수

시험실시 방법 및
참고사항

시험주관 및 시행
시험결과 제출
합격자 발표(예정)

(신청서는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응시료 없음
① 외국어 시험 (일반영어) ② 종합학력시험(전공과목 2과목)
① 시험일정
가. 외국어시험(영어)
: 2022.10.15(토), 14:30~15:30(대학원동 319호)
나. 종합학력시험(전공) : 2022.10. 6(목) ~ 10.13(목)
(학과별 주임교수가 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함)
② 시험시간 : 과목당 60분
③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① 실시방법
가. 외국어시험 : 대면시험
나. 종합학력시험(전공) : 대면시험
② 참고사항
가. 외국어시험, 종합학력시험(전공)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면시험으로 시행함
① 외국어시험 : 부동산·건설대학원 시행
② 종합학력시험(전공)
가. 주관 - 부동산·건설대학원
나. 시행 – 학과 주임교수
① 외국어시험(일반영어) : 2022.10.20.(목)
② 종합학력시험(전공)
: 2022.10.18.(화)까지 교학행정팀 제출
① 외국어시험(영어)
: 2022. 10. 24(화)
② 종합학력시험(전공) : 2022. 10. 24(화)
웹정보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및 문자 발송

2. 시험면제
가. 외국어 시험(영어)
1) TOEFL IBT 87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30점 이상의 성적
*최근 2년이내(2022.9.1 기준) 취득
2)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실적 *최근 5년이내 (2022.9.1 기준) 실적
3)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연수 실적 *최근 5년이내(2022.9.1 기준) 실적
4)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정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실적
*최근 5년이내(2022.9.1 기준) 실적
5)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경우 인정
*시험면제 대상자는 접수기간 중 위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서와 함께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관련 시험과목을 면제함.(첨부 양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