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Placement Test [영어기초학력평가] 안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대학영어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반 편성 자료를 마련하고 기초가 부족한 학
생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어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의 수강과
목이 결정되므로 대상자는 아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

응시대상자

1. 서울캠퍼스 수시 합격자 전원(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2. 정시 합격자 전원(정원 외 특별전형 포함)
1.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합격자
2.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국제학부)

면제대상자

3. 글로벌인재(영어)전형 합격자(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국제학부)
※ 시험 면제 대상자는 재학 기간 중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이 제한됩니다.

2. 시험일시 및 응시방법
1. 수시전형 입학생: 2020.02.04.(화), 10:00 ~ 2020.02.07.(금), 23:59 (한국시간기준)
2. 정시전형 입학생: 2020.02.20.(목), 10:00 ~ 2020.02.22.(토), 23:59 (한국시간기준)
시험일시

※ 본인의 입학 전형에 해당하는 기간에 응시하여야 하며, 위 기간 외 추가 응시 절대 불가
※ 응시기간 중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여 시험응시
※ 미 응시자는 자동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됨

시험형식

1. 시험유형: Reading, Listening, Essay Writing
2. 소요시간: 90분
1. 온라인 응시: 위 응시기간 중 웹사이트 www.hanyangelt.com 에 접속해 응시
2. 준비물: 수험번호, 온라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컴퓨터, 인터넷 연결)

시험방법
※ 반드시 매뉴얼에 명시된 PC 및 인터넷 환경을 설정한 후에 시험 응시요망
(미 설정시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 미 응시 처리됨)
1.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90분간 시험 진행
주의사항

2. 시험 중간에 정지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후 로그인해야 함
3. 시험 중 다른 참고자료의 사용 절대 금지

3. 시험결과 확인 및 수강신청
1. 결과 발표 일시: 2020.02.26.(수), 오후 5시
2. 결과 확인 방법
☞ 한양 포털(HY-in) > 로그인 > 신청 > 성적 > 특강/시험신청 및 조회 >
결과 확인
일시 및
방법

신입생 영어레벨테스트 ‘합격/통과여부’란 확인 (아래 이미지 참조)
※ 합격여부 ‘N’ 표시는 등급과 무관
※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도 확인 가능

1. 수강신청일시: 2020.02.28.(금), 11:00 ~ 23:59
2. 수강신청과목
등급

신청과목

비고
1)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면제

A

-

2) 교양선택 글로벌영역의 고급 의사소통 4과목 중 수강 권장
※ 교과목명 아래 표 참조

평가결과에

B

전문학술영어

C

기초학술영어

1) 기초학술영어 수강면제
2)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전문학술영어 수강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기초학술영어 수강 후
→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전문학술영어 수강 가능

따른
수강신청

※ 미 응시자는 C등급으로 자동 분류됨
※ 시험 면제대상자는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이 제한됨
※ 전문학술영어는 반드시 2학년 기간 중 수강해야 함 (3, 4학년에는 전공과목 수강으로 전문
학술영어 수강이 어려워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고급 의사소통 교과목명
이공계를 위한 영어 글쓰기

계열별 글쓰기 능력 함양

인문사회계를 위한 설득적 영어 글쓰기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고급영어토론: 설득의 기술

고급 토론 능력 함양

고급영어토론: 협상의 기술

(Oral communication skills)

4. 문의처
창 의 융 합 교 육 원
문의
위치

수업목표

02-2220-2275
(창의융합교육원 대학영어교육위원회)
제2공학관 4층 4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