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NAKS–NE-17-02
수
신 : 회원교 교장 (또는 실무대표)
제
목 : 제 18 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안내 발 송 일 : 2017 년 10 월 17 일

제 18 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본 협의회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일깨우고, 우리말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한영-영한 번역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쁜 소식은 올해부터
본 대회를 대한민국 교육부가 후원하며, 아울러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협의회의 18 년간의 노력과 뉴욕한국교육원의 성원에 힘입어 대회의 권위가 한층
격상됐음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귀교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일시: 2017 년 11 월 11 일(토) 오후 2 시
장소: NY, NJ, CT 지역 시험장 (뒷장 대회요강 참조)
대회부문 및 참가자격 (뒷장 대회요강 참조)
신청마감: 2017 년 10 월 21 일 (토)
접수방법: 신청서 및 연명서 (별첨 1)를 작성, 참가비와 함께 지역 담당자 앞으로 우송
참가비: 일인당 $20 (Payable to NAKSNEC) (마감일 이후 $30, 11 월 4 일 접수종료)
접수 및 문의처: 대회 총괄 김혜성 수석부회장* 832-794-2012, kimhs.naksnec@gmail.com
33 Magnolia ln. Jericho NY 11753 * NY, NJ, CT 지역 전부 접수처 동일합니다.

[시상식 안내]
▪일시: 11 월 22 일 (수) 4 시 정각 (3:30 등록) –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뉴욕총영사관 8 층. 460 Park Av. (bet. 57th & 58th St.) New York, NY 10022
시상 내역
대상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상)

선발자 수
고급 부문 1 명

계
1명

시상
장학금, 상패

금상 (뉴욕총영사상)

초/중/고급 각 부문 1
명씩
초/중/고급 각 부문 2
명씩
초/중/고급 각 부문 3
명씩
초/중/고급 각 부문 5 명

3명

장학금, 상장

6명

장학금, 상장

9명
15 명
10 명

장학금, 상장

은상 (류패밀리재단 회장상)
동상 (협의회 회장상)
장려상 (협의회 회장상)
샛별상 (류패밀리재단 회장상)

내외
샛별 부문 10 명 내외

후원 대한민국 교육부 ▪ 뉴욕총영사관 ▪ 류패밀리재단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회장 황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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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상장
상품, 상장

제 18 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대 회 요 강
1. 참가자격
1)
2)
3)
4)

샛별/초급 부문 : 한국에서 일체의 정규 교육 (유치원 포함)을 받지 않은 학생
중급/고급 부문 : 한국에서 2 년 이상의 정규 교육 (유치원 포함)을 받지 않은 학생
본 협의회 회원교*에 재학 중 또는 5 년 이상 재학했던 졸업생
위 1) 2)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회원교는 2017 ~18 회비를 납부한 학교
** 학교장은 학생 추천시 1), 2), 3) 항을 필히 확인하셔서 서명해 주십시오.
샛별

미국학교 기준 3 학년 이하

초급

미국학교 기준 5 학년 이하

중급

미국학교 기준 8 학년 이하

고급

미국학교 기준 12 학년 이하

2. 대회 장소
NY
NJ
CT

퀸즈한인교회한글성경학교 Tel 718-672-115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한소망한국학교 Tel 201-801-9100
Hope Presbyterian Church / 1190 River Rd. Teaneck NJ 07666
뉴헤이븐한국학교 Tel 203 – 287 -0110
Haven Korean Church/ 42 Glenn Parkway Rd. Hamden CT 06517

3. 대회 당일 일정
1:30 ~ 2:00
~ 2:20
~ 2:30
2:30 ~ 4:00
2:30 ~ 4:30

등록 확인*( 각 학교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1 인이 확인 * 특히 응시 레벨)
입실 완료 ( 감독관 응시생 확인 )
수험생 응시 주의 사항 전달( 대회장이 주의사항 전달 및 시험 시작 알림 )
샛별,초급 응시 시간 ( 감독관 확인 하에 종료 시간 전에 귀가 가능합니다.)
중급, 고급 응시 시간( 위와 동일)

* 학교별로 준비된 팩키지를 접수처에서 받아 가셔서 확인하시고 확인서에 사인하셔서 반납해 주세요.

4. 출제 범위
시험문제는 제시된 출제범위에서 50% 내외, 그 범위 밖 50% 내외로 출제됩니다. 출제범위는
동북부협의회 웹사이트 www.naksnec.org 번역대회 출제범위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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