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일시 및 장소
과 목 일 자 고 사 시 간 고 사 실 문진표 작성

미술경영 선택과목, 
외국어 2022.3.18.(금)

<1교시>
09:30~10:30 (60분) 83동 204호 *83동 3층 문앞 QR 

전공이론
(미술이론)

<2교시>
10:45~12:15 (90분) 83동 204호 *83동 3층 문앞 QR

전공실기 학과(부)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 서양화과(석사, 박사)의 경우 학과(부) 자체 계획에 따라 전공이론, 전공실기 시험 시행
 ※ 협동과정 미술경영(석사, 박사)의 경우 2022.3.18.(금) 미술이론 및 선택과목 시험 시행
 ※ 고사 시작 이후 입실 절대 불가하며, 입실 전 83동 3층 출입구 앞에서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이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고사 시간 전까지 반드시 입실 바랍니다. 
 ※ 입실 가능 시간: (1교시) 9시 10분, (2교시) 10시 20분 부터

2. 배점 및 합격 기준
 가. 협동과정 미술경영 이외 모든 학과(부)

과 정 외국어·한국어 (S/U) 전공이론 전공실기 최종합격

석사
▫영어: TEPS/TOEFL(IBT)*

▫제2외국어: SNULT (독해)
 - 60점(석사), 70점(박사) 이상
▫한국어: 필답 혹은 구술고사
 - 60점(석사), 70점(박사) 이상

배점: 40점
24점 미만 과락

배점: 60점
36점 미만 과락

외국어·한국어 통과
+

전공시험 합계 60점이상

박사
배점: 40점

28점 미만 과락
배점: 60점

42점 미만 과락

외국어·한국어 통과
+

전공시험 합계 70점이상

* 서양화과(미술이론전공) TEPS 327점 이상, TOEFL(IBT) 86점 이상
* 이외 학과(전공) TEPS 298점 이상, TOEFL(IBT) 79점 이상 (석사과정 ’12학번부터 적용)

 나. 협동과정 미술경영

과 정 외국어·한국어 (S/U) 미술이론 선택과목 최종합격

석사
▫영어: TEPS/TOEFL(IBT)*

▫제2외국어: SNULT (독해)
 - 60점(석사), 70점(박사) 이상
▫한국어: 필답 혹은 구술고사
 - 60점(석사), 70점(박사) 이상

배점 : 60점
36점 미만 과락

배점 : 40점
24점 미만 과락

외국어·한국어 통과
+

전공시험 합계 60점이상

박사
배점 : 60점

42점 미만 과락
배점 : 40점

28점 미만 과락

외국어·한국어 통과
+

전공시험 합계 70점이상

*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TEPS 327점 이상, TOEFL(IBT) 86점 이상 (’09학번부터 적용)

 다. 외국어·한국어시험 합격·면제기준
   1) 외국어시험
    가) 합격: [영어] 합격기준점수 이상의 TEPS/TOEFL(IBT) 성적(2년 이내) 제출

[제2외국어] 합격기준점수 이상의 SNULT 성적 제출
    나) 면제: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외국어 성적이 합격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2022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 안내



라. 과목별 성적 유효기간 : 2년
    1) 전공이론(미술이론)과 전공실기(선택과목) 시험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합격은 2년간 유효하며, 그 합격자 명부는 각 학과(부)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국어시험 영어과목의 경우 2022. 4. 4.(월)까지 제출하는 2년 이내 TEPS 및 TOEFL 성적 

까지 인정
    3) 당해 시험결과와 합산하여 최종합격여부를 판정함

3.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KF94 또는 N95 이상)를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입실 전 
문진표 작성(83동 3층 앞 QR) 및 체온 측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고사 시간 10분 전까지 반드시 고사실 
앞에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드시 다음 물건을 지참하고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함
    - 수험표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흑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 
나.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함
다. 답안은 흑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로 작성하여야 함
라. 외국어 시험에서 사전(전자사전 및 전자수첩 제외)을 지참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단, 한국어 시험에는 사전을 지참할 수 없음
마. 고사실에서는 반드시 감독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즉시 퇴장당함과 동시에

그 과목은 무효로 처리함
    * 부정행위 유형
    1) 시험개시 선언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2) 타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타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3) 타 수험생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신호를 하는 행위
    4) 답안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5) 대리수험 및 기타 감독교수가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바.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재란 아래 어느 곳에라도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기를 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그 과목은 무효로 처리함
사. 답안작성을 끝낸 경우라도 시험개시 후 30분 이전에는 퇴실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