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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글로컬영어 수강 안내문



교과목 소개 GLOCAL ENGLISH

교과목 소개
영어소통능력에 중점을 두고 영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모든 영역을 학습하며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점 / 이수학기
글로컬영어 I   3학점 / 1-1학기
글로컬영어 II  3학점 / 1-2학기

수강신청방법
1학년: 소속학과에 개설된 강좌 신청(수업시간은 학과별 시간표를 따른다.)

2-4학년: 공통(교양) 개설된 강좌 신청

•



수업운영 안내 GLOCAL ENGLISH

•

첫 수업시간 레벨테스트 시행 (미응시자 수강 불가 )

정상수업은 2021.03.08.(월)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e-class 확인)

2021.03.07.(일) 오후 2시 이후 SU-Wings 수강신청조회에서

최종배정강좌 확인 가능



레벨테스트 진행 GLOCAL ENGLISH

•

응시방법

• 응시기간: 2021.02.25.(목) 00:00 ~ 2021.03.03.(수) 23:59 까지 - 기한엄수

• 소요시간: 총 60분(Listening 50문항 / Reading 50문항)

• 시험사이트: https://www.ybmuniv.com/class/ttc0 ◀ 링크접속

• 사이트 등록방법

①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페이지 로그인 박스 하단 “수강생 인증” 버튼 클릭

② 학번으로 수강생 등록 (학번조회: https://suwings.syu.ac.kr)

③ 로그인 후 왼측 상단 Study Room 클릭 후 레벨 테스트 응시

• 반드시 본인이 응시해야 하며, 성실히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레벨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 레벨테스트 점수는 2021-1학기 글로컬영어Ⅰ Class Test 성적에 반영됩니다.



분반 안내 GLOCAL ENGLISH

•

• 레벨테스트 결과로 고급반, 토익반, 회화반으로 분반
• 분반 후 강좌변경 절대 불가

고급반
ADVANCED

토익반
TOEIC

회화반
CONVERSATION

고급영어 스킬 향상에 중점
Writing Skills 향상을 위한 수업

토익점수 향상에 중점

<수강자격>
토익 800점 이상

영어권국가 2년 이상 체류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

High: All That English 3
Low: All That English 1

High: Smart Choice 2
Low: Smart Choice 1



고급반 수강안내 GLOCAL ENGLISH

•

고급반
ADVANCED

• 수강자격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 학생은 간단한 원어민 인터뷰 후 수강자격이 주어집니다.
1) 레벨테스트 또는 정기토익에서 800점 이상 취득
2) 영어권국가 2년 이상 체류 경험

• 영어권국가 체류경험이 있거나 정기토익 성적표를 제출할 학생들은
3/04(목) 오후 5시까지 스미스학부대학으로 연락(02-3399-1924)바랍니다.
성적표 사본 제출은 스미스학부대학 이메일(gse@syu.ac.kr)로 보내주세요.

• 수업운영방식
수업시간: 화 10-11교시
Blended 수업(온/오프라인)–단,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 유지

• 성적평가
절대평가(성적기준 완화)

mailto:gse@syu.ac.kr


학과별 시간표 GLOCAL ENGLISH

•

• 신입생들은 반드시 해당 학과의 배정된 시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2-4학년 재학생들은 학과시간표와 무관하게 공통(교양)란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2-3/수4(교시) 건축학과 보건관리학과 영어영문학부 컴퓨터공학부 항공관광외국어학부

화2-3/목4(교시)
물리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

수2-3/월4(교시) 간호학과 글로벌한국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목2-3/화4(교시) 경영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생활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화학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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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련 문의 02)3399-1924,3353 / 바울관 10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