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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인정 신청방법 안내
1. 접속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      

학생정보 로그인 → 성적 → 특별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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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 후 아래 화면이 나오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

  가. 2014 ~ 2016학번 학생의 경우 Talking English 1과 2중 택 1하여 선택

    1) 만약 Talking English 2에 상응하는 자격을 보유한 경우(TEPS 480점/New TEPS 257점 

이상 또는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Talking English 2를 바로 선택

    2) 예를 들어, TEPS 480점(New TEPS 257점)이상인 경우 Talking English 1을 신청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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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17학번 학생의 경우 

    1) TEPS 404점(New TEPS 213점) 이상 또는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60점 이상의 

성적 존재 시Talking English 1 선택 가능

    2) TEPS 480점(New TEPS 257점) 이상 또는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의 

성적 존재 시 Talking English 1 및 Talking English 2A ·2B (택1) 선택 가능

       ※ Talking English 1(또는 Talking English 2A ·2B (택1)) 신청 후 Talking 

English 2A ·2B (택1)(또는 Talking English 1) 추가 신청

3.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학성적 혹은 자격증명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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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와 같이 응시일자와 영역별 점수(또는 단일점수)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전환되며,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를 모두 입력한 후 신청버튼을 클릭

  가. TEPS의 경우 2018.4.7. 이전의 일자를 입력해야하고, New TEPS의 경우 2018.5.12. 

이후의 시험 일자를 입력해야 함(시험 종류 및 일자의 불일치 시 신청불가) 

  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합계점수 또는 단일점수가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불가

  다. 재수강대상 과목이 있는 경우 우측에 기재되며, 성적확정 시 재수강 과목의 성적

은 삭제 처리

5. 모든 입력이 완료된 후 아래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출력전용 화면으로 전환



- 5 -

6. 출력전용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 후 출력버튼 클릭

7. 인터넷 창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서 출력

  가. 출력된 신청서에 제출날짜와 본인의 이름 및 서명 기재

  나.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자격 증빙자료를 신청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

8. 2011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특별학점 신청가능 과목이 2개 이상이므로 추가로 신청

할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버튼 하단에 있는 특별학점인정 교과목선택에서 다른 

과목 추가 선택(예를 들어, 정보처리개론을 신청한 후 실용영어회화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6 -

9. 만약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버튼을 클릭 후 처음단계부터 다시 시작

  가. 2014 ~ 2016학번의 경우 자격증 하나로 두 과목 이상에 대해 처리되므로 취소

버튼 하나만 클릭하여도 다른 과목의 취소도 같이 이루어짐(Talking English 1A

를 취소할 경우 1B도 함께 취소됨)

  나. 2017학번의 경우도 자격증 하나로 두 과목 이상에 대해 처리되므로 취소버튼 하

나만 클릭하여도 다른 과목의 취소도 같이 이루어짐(Talking English 1A(또는 1B) 

또는 Talking English 2A(또는 2B)를 취소할 경우 전체 취소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