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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시험

전세계 어디에서나 편리한 시험
IELTS시험은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월 최대4회 시행됩니다. 시험은
토요일이나 목요일에 시행되고 가까운 IELTS 시험 센터에 연락하면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시험 장소는
www.ielts.org에서 확인하세요.

국제적인 시험

이 책자에는 IELTS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IELTS시험의 내용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은 영어권 전체의 출판물에서 발췌되고, Listening시험에서도 다양한
원어민의 억양이 사용됩니다.(북아메리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
답안 작성에서도 다양한 영어의 쓰임이 모두 인정됩니다.

신뢰받는 시험
IELTS는 언어 평가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대규모의 연구, 신뢰도 인증 및 시험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
IELTS시험은 응시자들의 다양한 영어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성적은 합격 또는 불합격이 아닌 최하 1에서 최고 9까지의
등급으로 표시됩니다.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은 영어권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입니다.
IELTS는 대학, 기업, 이민국 및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전세계 9,000 개 이상의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IELTS 성적을 인정하는 기관들은
www.ielts.org/recogni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ELTS 등급점수표
9

전문가 수준 사용자

8

상급 수준 사용자

7

중상급 수준 사용자

6

중급 수준 사용자

5

초중급 수준 사용자

4

제한적인 사용자

3

매우 제한적인 사용자

2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사용자

1

영어 비사용자

0

시험에 응시를 안한 경우

영국 비자 취득, 혹은 이민을 위한 IELTS 시험
영국 비자 및 이민 목적으로 응시하는 IELTS 에 대한
정보를 www.ielts.org/uk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영국 생활이나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www.gov.uk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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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하기

시험형식

당신의 영어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는
지 확인하세요

Academic과 General Training, 두 개의 모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이
 책자를 읽고 시험 형식에 먼저 익숙해 지세요. 문제 유형이나 시험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ielts.org/testtakers
를 참조하세요.

IELTS Academic

2. www.ielts.org/samples에 있는 예시문제들을 보고 연습해 보세요.
3.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시험센터나 www.ielts.org/testtakers에서
공식 IELTS 모의고사 2회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영역의 예시 문제
및 채점표와 함께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예시 답안이 시험관의 설명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4.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한 IELTS시험센터나 많은 영어학원에서 IELTS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ielts.org
www.britishcouncil.org/takeielts
www.ieltsessentials.com/prepare
www.cambridgeenglish.org/ielts
www.ielts.org/usa

IELTS Academic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학업을 희망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따려는 응시자를 위한 시험입니다.

IELTS General Training
IELTS General Training은 영어권 국가(Australia, Canada, New Zealand,
UK)로의 이민을 희망하거나, 학부 입학 이전 과정의 학업이나 연수를
희망하는 응시자가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입학자격조건을 결정하며, Academic과 General
Training 모두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모듈을 선택해야할지
확실치 않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언어의 4가지 영역(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을 모두 평가합니다. 장애
(special requirements참조)때문에 예외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모든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듣기와 말하기 시험은
모듈과 상관없이 동일하고, 읽기와 쓰기 시험은 모듈별로 문제가 다르게
출제됩니다.

IELTS시험규정을 확인하세요!
IELTS시험규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규정은 시험신청서의
Notice to Candidates and Declaratio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온라인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응시자는 IELTS시험규정을
읽었고, 그 내용을 이해했으며 그 규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기, 읽기, 쓰기 시험은 모두 같은 날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세 과목의
순서는 변경될 수도 있으며, 시험 중에는 휴식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하기 시험은 나머지 세 영역을 치른 날로부터 7일 전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등록하세요!
시험을 볼 준비가 되었다면 시험날짜를 선택하여 IELTS센터에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특정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시험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시험센터에 알려주세요!

듣기

모든 응시자의 언어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IELTS는
특정한 학습장애나 청각장애 또는 시각장애로 인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활자나 점자와 같은 특수 시험지가 필요한 경우, 시험을 보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시험센터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Academic 읽기

General Training 읽기

Academic 쓰기

General Training 쓰기

이 기간은 특수 시험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추가 시간이나
스크린 리더 제공과 같은 특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센터에 최소 6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시험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조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결과
취해지는 모든 특별 조치는 Joint Council for Qualifications (JCQ)를
따릅니다.

말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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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시험의 네 영역
듣기 영역
시간
대략 30분 (답 옮겨 적는 시간 10분 추가)

3번 지문은 교육이나 직업 연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대화 형식입니다.
(최대 네 명 등장). 예: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학생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내용

문제 유형
40문제가 출제되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시: 객관식, 내용연결하기,
평면도/지도/도표의 제목 달기, 양식/메모/표/순서도 완성하기, 요약문
완성하기, 문장완성하기, 단답형 주관식문제

4번 지문은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한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대학
강의
모든 섹션은 단 한 번만 들려줍니다.

시험 구성
4개의 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억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두 명이 나누는 대화 형식입니다.
예: 숙박 예약 업체와의 대화

평가 능력

2번 지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형식입니다.
예: 지역 시설 안내, 회의 기간 중 식사에 대한 안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듣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 주제 이해하기
• 특정한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 화자의 의견, 태도 및 목적 파악하기
• 주장의 진전 내용을 따라가기

채점 방식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1점으로 계산되며, 40점 만점 중 얻은 점수를 IELTS
9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성적은 0.5점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읽기 영역
시간

General Training 읽기

60분 (답 옮겨 적는 시간 따로 없음)

1번 지문은 짧은 문단으로 구성되며, 주제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호텔 광고문

문제 유형
40문제가 출제되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 객관식, 내용 판단하기
찾기 (True/False/Not Given), 글쓴이의 관점/주장 파악하기 (Yes/No/
Not Given), 내용, 제목, 특징 연결하기, 문장 후반부 내용 연결하기,
문장완성하기, 요약문완성하기, 메모/표/순서도 완성하기, 도표 제목 달기,
단답형 주관식문제

2번 지문은 두 개의 짧은 지문이 출제되고, 대부분의 경우 직장이나 직업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예: 직업 구하기, 회사방침, 급여 및 지급조건, 직장시설, 인력개발 및 연수
3번 지문에서는 일반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좀 더 길고 복잡한 내용의 지문이
한 개 주어집니다.

시험 구성
3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문의 길이는 2,150-2,750
단어입니다.

지문은 실제 게시문, 광고, 회사 안내서, 공문서, 책, 잡지 및 신문에서
발췌됩니다.

Academic 읽기

평가 능력

각 지문은 하나의 긴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은 책, 정기간행물,
잡지 및 신문에서 발췌되고 그 내용은 일반적인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지문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려는 응시자 또는
전문직 자격증을 따려는 응시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문은 설명적, 사실적, 논증적 또는 분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표나
그래프, 그림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간단한
용어해설이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읽기 능력을 평가합 니다.
• 핵심내용 파악하며 읽기
• 주제를 파악하며 읽기
• 상세내용 파악하며 읽기
• 추론내용 및 함축된 의미 이해하기
• 화자의 의견, 태도 및 목적 파악하기
• 주장의 진전 내용을 따라가기

채점 방식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1점으로 계산되며, 40점 만점 중 얻은 점수를 IELTS
9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성적은 0.5점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ielts.org/testtakers
에서 확인하세요.
채점 정보는 www.ielts.org/criteri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비자 취득, 혹은 이민을 위한 IELTS 시험
영국 비자 및 이민 목적으로 응시하는 IELTS 에 대한 정보를
www.ielts.org/uk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영국 생활이나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www.gov.uk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예시 문제는 www.ielts.org/sampl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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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영역
시간

평가 능력

60분

쓰기 영역의 각 문제에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평가합니다.
• 내용
• 생각의 구성
•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의 범위와 정확도

문제
2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1번 문제에는 최소 150단어를, 2번 문제에는 최소
250단어를 써야 합니다.

Academic 쓰기
시험 구성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Academic 쓰기
1번 문제에서는 그래프, 표, 차트, 도표가 주어지고 나타난 정보를 묘사,
요약 또는 설명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 단계 묘사, 사물의 작동
원리나 특정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2번 문제에서는 관점, 쟁점 또는 문제점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지문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려는 응시자 또는 전문직 자격증을
따려는 응시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Task 1과 Task 2의 답은
학술적, 반(semi)격식적, 중립적인 문체로 쓰여져야 합니다.

General Training 쓰기
1번 문제에서는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거나 그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야 합니다. 개인적, 반(semi)격식적, 중립적인 문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2번 문제에서는 관점, 쟁점 또는 문제점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이 글은 Academic 쓰기의 2번 문제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문체로 써도
무방합니다.

1번 문제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데이터를 비교, 구성, 제시하는 능력
• 절차 또는 과정의 각 단계를 설명하는 능력
• 사물, 이벤트 또는 이벤트의 순서를 설명하는 능력
• 어떤 사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능력
2번 문제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 의견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능력
• 증거, 의견, 영향을 비교/대조하는 능력
• 생각, 증거, 논쟁에 대해 의심해보고 평가하는 능력

General Training 쓰기
1번 문제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일반적인 사실적 정보를 알아내어 제시하는 능력
•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
• 의견, 견해, 불만 등을 표현하기위해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
2번 문제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일반적인 사실적 정보를 제시하는 능력
•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 의견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능력
• 생각, 증거, 논쟁에 대해 의심해보고 평가하는 능력

주제는 일반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채점 방식
각 문제에서의 성적은 공인된 IELTS 시험관에 의해 IELTS 쓰기 시험 평가
기준 (과제 성취/응답, 논리적 연결성, 어휘, 사용된 문법의 폭 및 정확성)
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기준의 공개 버전은 www.ielts.org/criter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기 영역 성적 산출에 있어서 2번 문제는 1번 문제보다 약 두 배 정도의
비중을 가집니다.
성적은 0.5점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말하기 영역
시간

평가 능력

11~14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구성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 일상적인 경험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파트1 : 소개 및 인터뷰 (4-5분)
시험관이 자기소개를 하고 응시자도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며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시험관은 익숙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 가정, 가족,
일, 공부, 관심사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적당한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길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이슈를 분석, 토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파트2 : 주제 발표 (3-4분)

채점 방식

시험관은 응시자에게 발표할 주제가 적혀 있는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에는 발표에 들어가야 하는 요점들이 쓰여 있습니다. 1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며, 메모를 할 종이와 연필이 제공됩니다. 1-2분간의 발표가
마무리되면, 시험관은 그 주제에 대한 1-2개 정도의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영역의 성적은 공인된 IELTS 시험관에 의해, IELTS 말하기 시험 평가
기준 (유창성, 논리적 연결성, 어휘, 사용된 문법의 폭 및 정확성)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기준의 공개 버전은 www.ielts.org/criter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0.5점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파트3 : 양방향 토론 (4-5분)
시험관은 파트2의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응시자는 좀 더
추상적인 이슈와 개념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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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팁
듣기 영역

읽기 영역

• 듣기 시험에서 녹음 내용은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습니다.
• 녹음을 듣기 전에 문제를 훑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 녹음 지문이 끝난 후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수 있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문 재생 중에는 답을 문제지에 적습니다. 문제지에
적은 답은 채점되지 않으므로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답은 반드시 연필로 써야 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 듣기 영역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 ‘완성하기’ 유형의 문제 예: 메모 완성하기
– 제한 단어 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leather coat’는
정답이지만 ‘coat made of leather’는 오답이 됩니다.
– 빠진 단어만 답안지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in the … ’를 완성하는
문제의 정답은 ‘morning’ 이고 ‘in the morning’ 은 오답처리 됩니다.
– 녹음에서 답을 쓰는데 필요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들은 단어의 형태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 철자와 문법에서 실수하면 감점 요인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답안 작성 시, 대문자와 소문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답은 바로 답안지에 쓸 수도 있고, 문제지에 썼다가 시험 종료 전에
답안지로 옮겨 쓸 수도 있습니다.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 답은 반드시 연필로 써야 합니다.
• 완성된 읽기 영역 예시 답안지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완성하기’ 유형의 문제 예: 메모 완성하기
– ‘완성하기’ 유형의 문제에는 듣기 영역 (위 내용 참조)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사용되는 단어는 반드시 읽기 지문에 있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쓰기 영역
• 답은 연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각 문제별 최소 단어 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1번 문제에 최소 150단어,
2번 문제에 최소 250단어를 쓰지 못하면 감점이 됩니다.
• 1번 문제에는 약 20분을, 2번 문제에는 약 40분을 할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해야합니다. 메모나 요점정리의
형태로 답을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 문법 그리고 구두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사용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 답안을 모두 대문자로 써도 무방합니다.
• 문제지에 메모를 할 수 있지만 문제지에 쓴 것은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
시험 성적표

온라인으로 성적을 미리 확인하세요!

응시자는 각 영역별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급과 함께 전체 등급이
표시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특정 등급 내에서 그 등급보다는 조금 더
잘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0.5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채점절차와
등급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www.ielts.org/criteria
를 참조하세요.

성적 발표일로부터 28일 동안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확인한 성적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13일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발표일에 성적표를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시험센터도 있고 같은 날에 성적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센터도 있습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에게는 단
한 부의 성적표만
발송됩니다. 성적표는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학교나
기관으로 성적표를
보내고자 한다면,
시험 센터에서 ‘성적표
재발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료는 응시자
부담입니다.

성적 유효 기간
적극적으로 꾸준히 영어를 사용하여 실력을 유지했거나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성적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IELTS 시험
파트너들은 2년이 지난 시험성적의 유효성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IELTS 재응시
IELTS 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시험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재응시 전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수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ielts.org/resitting를 참조하세요.

성적에 대한 문의사항
성적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시험을 응시했던 센터에서 재채점(Enquiry on
Results)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로부터 6주가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어떤 영역을 재채점 받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채점을 신청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재채점 후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등급이 오른다면 이 비용은 전액 환불됩니다. 재채점 요청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8~10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국 비자 취득, 혹은 이민을 위한 IELTS 시험
영국 비자 및 이민 목적으로 응시하는 IELTS 에 대한 정보를
www.ielts.org/uk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영국 생활이나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www.gov.uk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6

CD3976_IELTS_info_for_candidates_brochure_8pp_Korean_AW_R_f.indd 6

27/11/2015 13:50

CD3976_IELTS_info_for_candidates_brochure_8pp_Korean_AW_R_f.indd 7

✓/✗ 칸에는
아무 것도 쓰지
마세요.

답을 수정하려면
원래 답에 줄을
그어 지우거나
지우개로 지운
후 새 답을
작성하세요.

빈 칸에 답을
작성합니다.

시험 날짜를
표시합니다.

대문자로 이름을
작성합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연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표시된 네모 칸에 응시자 번호를 쓰고 해당 칸을 검게
칠합니다.

응시하는 모듈을
표시합니다.

성별을
표시합니다.

응시자 번호를
작성합니다.

이름을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표시된 칸에 언어코드를 쓰고 해당하는 칸을 검게 칠합니다.
(언어코드는 데스크 라벨에 쓰여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 영역 답안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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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성공을 향한 다섯 걸음

1

문의

4

세계 여러나라의 IELTS 시험 센터 연락처는 www.ielts.org
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시험신청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당일
응시자의 신분증(여권)은 시험 당일과 말하기 시험 전에
확인합니다. 반드시 시험 접수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시험 당일에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성적표에 인쇄되어 성적과
함께 나가게 되고, 추가로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응시자를 위한 안내문을 잘 읽은 후, 온라인으로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유효한 여권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동일한
여권의 이미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은 접수 및
시험 응시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시험 당일에도 동일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3

5

시험성적
시험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13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당일에 성적표를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시험센터도 있고 같은
날에 성적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센터도 있습니다. 전화, 스캔,
이메일로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적 발표일부터 28일 동안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확인한 성적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확인
시험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공지사항을 게시합니다. 말하기
시험 은 다른 세 영역 필기 시험과 같은 날일 수도 있고 전후
7일의 날짜 중에 응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센터에서
말하기 시험 시간도 확정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ielt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IELTSofficial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비자 취득이나 이민을 위한
IELTS 시험
각국의 웹페이지에서 IELTS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www.ielts.org/uk
www.ielts.org/australia

에서 대화에 참여하세요.

www.youtube.com/IELTSofficial
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ielts.org/canada
www.ielts.org/nz

응시자의 개인정보
IELTS 시험 협력사들은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지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ielts.org/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itish Council
Bridgewater House
58 Whitworth Street
Manchester, M1 6BB
United Kingdom
Tel: +44 161 957 7755
ielts@britishcouncil.org

IDP: IELTS Australia
Level 8, 535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Tel: +61 3 9612 4400
ielts@idp.co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1 Hills Road
Cambridge, CB1 2EU
United Kingdom
www.cambridgeenglish.org/
helpdesk

IELTS USA
825 Colorado Boulevard
Suite 221
Los Angeles, CA 90041
USA
Tel: +1 323 255 2771
ielts@ieltsusa.org

IELTS는 영국문화원과 IDP: IELTS Australia 그리고 Cambridge 영어평가 연구소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IELTS시험은 응시자의 언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위해서 언어평가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된
시험입니다. IELTS 4-9점은 Ofqual (England’s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에서 인정하는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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