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통번역전공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2018. 05. 01. 제정
2020. 05. 0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2조의1에 의거하여 한영통번역전공의 종합
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①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로서, 3학기까지의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통산 4회 이상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

제3조(응시 및 시행시기) ①종합시험은 매 학기말 이전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당해 학기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4조(응시횟수) ①종합시험은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4회(과정 수료 전 최초응시 1회 포함)까지 응시할 수 있
다.
②응시기간이 경과하거나

응시회수가 초과되면 학위청구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시험과목)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종합번역 A->B, 종합번역 B->A(각100점 만점)
②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각100점 만점)
③동시통역 A->B, 동시통역 B->A(각100점 만점)

제6조(합격점수) ①합격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한 과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며 불합격한 과목은 3년 이내에 4
회까지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7조(채점위원 및 평가) ①해당 주임교수가 종합시험 평가에 적합한 외부
교수 또는 전문인사 1인 이상을 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점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제8조(고사료) ①학위청구 종합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원서와 함께 고
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고사료는 15만원이다.
③불합격한 일부 과목만 응시할 경우 고사료는 과목당 3만원이다.
제9조(합격취소) 종합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에 미달되거나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합격이 자동취소
된다.
제10조(합격인정 및 결과보고) ①대학원위원회에서 종합시험 결과를 심의한
다.
② 학과장은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합격자 명단을 최종
승인한다.
③전 과목이 80점 이상이면‘국제회의통역’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한 과목이라도 80점 미만인 경우 통역 및 전문번역 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제 및 채점비
문제유형

출제비

종합번역
순차통역
동시통역

각 유형1) 당
80,000원

채점비

비고

건당2) 7,000원
건당 7,000원

1) 여기서 각 유형은 두 언어방향을 포함함. 예) 종합번역의 경우 한->영, 영->한 두 세트가 한 유형에 해당됨.
2) 여기서 건 당은 한 언어 방향만을 포함함. 예) 종합번역의 경우 한->영 번역과 영->한 번역은 개별 건에 해
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