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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피어슨 아카데믹 영어 시험(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은 새로운 국제적인 컴퓨터 기반 영어 테스트입니다. 본
테스트는 비 원어민이거나 또는 학술적으로 영어의 능숙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응시자의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PTE 피어슨 아카데믹 영어 시험(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은 아카데믹 영어를 필요로 하는 대학교, 고등 교육
기관, 정부 부처나 기관 소속 응시자의 언어 능력을 시험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은,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 (GMAC)® 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응시자 안내서
본 응시자 안내서는 아래와 같은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의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시험 양식과 내용
• 시험 등록 및 예약 과정에 대한 안내 사항
• 시험 당일에 관한 안내
• 테스트 센터에 대한 규칙과 규정
• 응시자에게 도움이 될 추가 자료
•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요
•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1. 테스트 형식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은 학술적인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컴퓨터 기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트

내용

제한 시간

소개

Introduction

시간 제한 없음

Part 1

Speaking and writing

77-93분

Part 2

Reading

32-41분

선택 가능한 휴식 시간
Part 3

10분
Listening

45-57분

시험 시간 － 전체 시험은 대개 3시간으로 된 1개의 세션으로 시행됩니다. 각 컴퓨터 화면에는 시계가 있어서 현재
영역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험장 안에 다른 응시자와 같이 있다면, 보안상의 이유로
각각 다른 버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다른 응시자가 자신보다 빨리 진행하거나 혹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화면과 남은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휴식 시간 － 테스트의 Part 2를 본 후, 본인이 원한다면 휴식을 짧게 가질 수 있습니다(Reading). 지시 사항은
해당 시간이 되면 화면에 나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휴식
시간은10분이고, 이 시간 안에는 시험장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 오고 이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배정된 휴식 시간 10분을 초과하면, 그 시간만큼 테스트의 다음 파트 배정 시간이 줄어듭니다. 휴식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테스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검토 － 답을 체크한 후 ‘Next (N)’을 클릭한 다음에는 답을 수정하기 위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테스트 종료 시 자신의 답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듣기 항목 － 일부 항목은 구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어, 예를 들어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영어를 사용해서 이 테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클립을 한 번만 들을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에는 비디오/오디오 클립을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항목 － 일부 항목은 구어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을
녹음해야 합니다. 본인의 답변을 재녹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시음이 들리고 나서 3초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녹음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쓰기 항목 － 일부 항목은 영어의 글쓰기 능숙도를 테스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의 철자
표기법에 따라 영어의 표준 형식에 맞게 답을 써야 합니다. 이 항목은 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항목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시험의 형식이나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를 원하시면 본 안내서 (섹션 5)의 Learning Resources 를 참조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www.pteacademic.co.kr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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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하기와 일정잡기
등록하기
시험 응시자가 등록을 하고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의 나이가 16세 또는 17세라면, 서명이 된 부모님 동의서 Parental Consent Form 양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 양식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피어슨
고객 서비스팀으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웹 사이트 www.pearsonpte.com/resources/
PTEAcademic/forms의 리소스 섹션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pearsonpte.com
방문하기

내용을 읽은 후 ‘Register
for PTE Academic’
을클릭하십시오.

‘My Account’를 클릭
후, ‘create a new web
account’ 클릭하기

필수 인적 사항 전부를
바르게 입력하기

www.pearsonpte.com으로 이동하여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Quick Links’ 아래
‘Register for PTE Academic’을 클릭하십시오.

페이지 하단에 있는 ‘Register for PTE Academic’을 클릭하기 전에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등록 및 예약 웹 사이트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PTE 아카데믹의 피어슨 VUE 예약 웹 사이트 페이지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등록하기 위해서 ‘My Account’를 클릭하십시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으면 ‘create a new web account’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생일과 출신 지역 등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에 최신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

시험 당일에 제시할 신분증 상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안내서의 ‘Identification and Security’
신분 확인과 보안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자신의 계정에 있는 이름과 테스트 센터에서 휴대한 신분증 상의
이름이 다르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반드시 로마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
•

이름과 성이 하나의 이름이라면 반드시 ‘Family Name’ 부분에 입력하십시오. ‘Given Name’ 부분에는
마침표를입력하십시오.

•

이름이 길어서 주어진 공간에 다 입력할 수 없다면 적을 수 있을 만큼의 글자만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의 계정에 있는 이름과 자신의 신분증에 있는 이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고객 서비스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 마치기 계속

확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확인하기

각 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Next’를
클릭하십시오. 등록 과정이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계정
정보가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등록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나면 1-2일(업무일 기준)
내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미국과 영국의 공휴일은 제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에는 자신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하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계정에 접속하거나 테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짧은 통보를
주면서 시험을 보길 희망하면 소비자 서비스 팀에 연락하여 지연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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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규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하고 보안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이 이메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전송될 뿐만 아니라 예약을 확인하고,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통지를 받고, 추후 피어슨의 공지를
받게 됩니다.
• 피어슨에서 이메일을 받은 후 피어슨의 이메일 주소를 주소록에 추가하십시오. 주소록에 피어슨의 이메일을
등록해 두면 피어슨의 메일이 정크/스팸 메일함으로 가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 줍니다.

일정잡기, 일정 변경과 취소하기
시험 장소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 센터들이
네트워크에 항상 추가되고 있음으로 규칙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여
지역별 테스트 센터 검색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가능한 날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일정을 예약하기 전에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철저하게 읽어야
합니다. 예약할 때 안내서를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시험 일정은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www.pearsonvue.com/pte/sa를 방문하십시오.

일정잡기
이미 자신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테스트에 응시할 준비가 되었다면
www.pearsonpte.com
방문하기

www.pearsonpte.com으로 가서 ‘Register for PTE Academic’ 링크를 따라 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안내서에 나와있는 Registration 등록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My Account’에
클릭하기

‘Sign In’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는 ‘My Account’를 클릭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Sign In’에 클릭하기

이름과 비밀번호는 모두 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모두
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공지사항: 피어슨은 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어슨은
특별한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각각의 요구 사항을 검토할 것이나, 컴퓨터 기반 테스트라는 전제하에 검토될
것입니다. 만약 테스트의 타당성과 보안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요구 사항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일정을 잡기 전에 ‘Test Takers with Disabilities’ 안내서에 있는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Schedule Exams’을
클릭한 후, PTE-A를 선택,
‘Next’를 클릭하기

성공적으로 로그인 했다면 왼쪽 메뉴에 있는 ‘Schedule Exams’를 클릭하십시오.
예약할 수 있는 테스트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PT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하십시오.

장소를 선택하고 ‘Next’
를 클릭하기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테스트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 범위를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모든 테스트 센터는 그 페이지의 센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테스트 장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 ’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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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하기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하기

세부사항 확인과
변경하기

다음, 가능한 테스트 날짜와 시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은
선택한 시험 장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있는 날짜를 클릭하면 그
날짜에 맞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나서
‘Select Appointment’를 클릭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노트: 시험일 48시간 이내에
예약하시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의 ‘Payment and
Fee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자신에게 맞는 약속을 정할 수 없으면, 소비자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응시일과 시간을 선택한 후, 응시자는 학력 및 향후 학습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요구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Next’를 클릭합니다.

 택한 테스트 날짜, 시간 그리고 테스트 비용을 알 수 있는 테스트 확인 페이지를
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테스트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Next’를 클릭하십시오.

결제하기

모든 테스트 비용은 예약하는 시점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결제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의 결제와 비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Payment and Fees’.
지불정보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Next’를 클릭하십시오. 할인권 번호나
프로모션 코드가 있으시면 잊지 말고 입력하십시오.

신청 확인하기

테스트와 비용에 관련된 사항이 마지막 확인 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정보를
검토하고 ‘Confirm Order’를 클릭하십시오. 이 페이지를 인쇄하거나 저장해 놓는
것이 나중에 확인하는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메일

테스트 일정과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확인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테스트 센터가 위치한 장소, 센터에 가는 방법과 시험 당일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이메일은 등록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공지: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정크/스팸 메일함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정에 로그인하시면 예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또는 기존 예약 취소하기
자신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데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Payment and Fees’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내서에 있는 결제와 비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공지: 다른 테스트 센터로 예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세금 관련법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국가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싶다면 기존의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예약해야 합니다.

www.pearsonpte.com
에서 ‘My Account’를
클릭한 다음 ‘Sign In’을
클릭하기

www.pearsonpte.com으로 가서 ‘Register for PTE Academic’ 링크를 따라 등록 및
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y Account’를 클릭하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Sign In’을 클릭합니다. ‘Current Activity’ 페이지에서 과거의 예약과 향후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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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일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하고자 하는 예약된 테스트 옆에 ‘Cancel’을
취소하기

클릭하십시오. 자신의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의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은, 테스트에 응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날짜, 시간
일정 다시 잡기

그리고 시험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테스트 옆에 있는 ‘Reschedule’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시험을
예약하려면 처음에 예약할 때 했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새로 예약한 테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응시자
편의 시설이 필요한 모든 테스트 응시자는 피어슨 고객 센터를 통해 자신의 예약 일정에 맞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사람과 운영 시간은 이 안내서의 ‘연락하기’ 참조‘Contact us’ ) 이렇게 함으로서 정확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테스트 센터 편의 시설
응시자는 테스트 응시 장소에서 소규모의 대체 물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편의 시설로는 휠체어, 조정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 그리고 스크린 확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 시설은 사전에 예약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응시자는 요구 사항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고객서비스 팀은 전화를 통해 예약을 확인하고 확인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시설과 별도로 안경이나, 보청기, 목이나 부러진 팔다리의 보조기 등의 편의 보조 장치는 피어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신의 편의 보조 장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피어슨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면 됩니다.

테스트 시설 변경
특정한 상황에서 피어슨은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 응시자는 편의
장치가 위의 테스트 센터 편의 시설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테스트를 예약하기 전에 피어슨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est center accommodations’.
이러한 편의 시설을 신청하시려면 www.pearsonpte.com/resources/PTEAcademic/forms
(Accommodations Request Form) 의 리소스 섹션에서 편의 시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피어슨 고객
서비스팀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양식을 요청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된 보조 의학 또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십시오.
피어슨은 요청을 받은 후 4주에서 6주 내에 결정을 내리고 통보될 것입니다.
피어슨은 편의 요청이 테스트의 타당성이나 보안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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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비용
테스트를 예약할 때 전체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할 때 테스트를 수행하려는 국가의 지정 통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서비스 등록이나 요청이 처리되지 않으며 결제는 거부되거나 환불될 것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JCB®)와 체크카드(Visa® 또는 MasterCard®)만 이용 가능합니다.
결제나 환불에 관한 사항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피어슨 고객 서비스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응시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나 프로모션 코드 등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이나 프로모션 코드는 학교나 기관 등에서 발행되거나 전 세계에 있는 피어슨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표는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의 응시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항목

비용

테스트 예약

자신의 국가나 지역에서 등록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시험보기48시간 전에 예약하기

시험료 25%의 추가 요금

일정 변경 (시험 8일 전)

지불된 테스트 비용의 25%

일정 변경 (시험 전 7일 이내)

새로운 테스트 예약 비용

취소하기 (시험 8일 전)

지불된 테스트 비용의 50% 환불

취소하기 (시험 전 7일 이내)

환불되지 않음

공지: 카드가 승인되지 않으면, 예약 과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다시 테스트 예약을
확인해야 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환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환불은 원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환불됩니다.

예약을 확정한 후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피어슨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여 전체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예약을 확인한 후 7일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예약하고
나서 예약을 확인한 후 7일 안에 바로 취소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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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당일
시험 당일에 할 일
시험장에 30분 먼저
도착하기

예정된 시험 시간보다 30분 정도 빨리 테스트 센터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등록하기와
그 이후의 필요한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늦게 도착해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험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시험을 볼 수 없고 수험료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처에서 등록하기

테스트 센터에 도착하면 접수처에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세부 사항,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한 다음 테스트 센터의 규칙과 규정
등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하기

접수처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로마자로 쓰여진 이름과 서명 그리고 본인의 최근 사진과 생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와 관련된 추가 사항은 이 안내서의 신분‘Identification and
Security’ 확인과 보안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생체인식정보

 어슨 테스트 센터에서 시행되는 테스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응시자의 사진과
피
생체인식정보가 수집됩니다. 생체인식은 전자서명 포착과 손바닥 정맥 스케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 ‘PTE Academic Test Taker Rules Agreement’, PTE
응시자 규정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기 ‘Test
Taker Rules Agreement’

개인 소지품 보관하기

쓰고 지울 수 있는
노트보드와 펜

시험장에 입실하기

아카데믹 영어 시험 테스트 응시자가 규정 동의서를 읽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절차와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입실이 허용되지 않거나, 테스트 센터 밖으로
퇴실, 성적이 취소되거나 다시는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응시 규정 동의서의 사본은 이 안내서의 ‘부록 ‘Appendix A’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센터는 안전한 물품 보관소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험을 보는 동안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어떤 소지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에 포함되는 물품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개인 단말기(PDAs) 또는 기타 전자
장비, 호출기, 시계, 지갑, 핸드백, 모자, 가방, 코트, 책, 공책 등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이런 물품들을 놓고 오는 것입니다.
시험 감독관은 응시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 지울 수 있는 조그만 노트보드와 펜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노트와 펜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장에 입실하면 테스트를
시작할 때 까지는 어떤 것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응시 중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손을 들면 시험 감독관이 빈 노트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 되면,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컴퓨터를 할당해 줍니다.
시험장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각각 분리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컴퓨터에 등록을 하면 테스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테스트 중에는 그 지역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폐쇄회로 TV(CCTV)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시,
오디오와 비디오 형태로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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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 동의서
재확인하기’NonDisclosure Agreement’

장비 확인하기

시험 보기

휴식

테스트 완료하기

테스트 후

로그인 한 후에 기밀유지 동의서 재확인 버튼이 나타날 것입니다’Non-Disclosure
Agreement’. 이것은 전에 서명한 기밀 유지 동의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본
화면에서는 ‘Next’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테스트의 시간은 정해진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헤드폰,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키보드가 올바른 유형인지 장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은 QWERTY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자 Q, W, E, R,
T, Y가 키보드 윗 줄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보임).
피어슨은 테스트 하는 내내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기를 권장합니다. 시험장에 다른
응시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응시자와 동시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은 주변의 소음을 최소화 해 줍니다. 테스트를 하는 동안 테스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험 감독관이 다가올 수 있도록 손을 올리십시오.
테스트 중 Part 2, (Reading) (읽기)를 완료한 후에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화면에
나오는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하고 10분 안에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컴퓨터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art 3, (Listening) (듣기)의 시간이단축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시험 감독관은 테스트가 올바르게 끝났는 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럼 시험장을 떠나서 접수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테스트 종료
확인서를 제공할 것입니다’End of Test Confirmation’. 이것은 성적표나 인증서가
아니라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언제, 어떻게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테스트 센터를 떠나기 전에 접수처에서 받은 출력된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센터에서 제공한 보관소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되돌려
받으십시오.

시험 당일에 기술적인 혹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테스트를 볼 수 없거나 많이 지연될 경우에는 테스트 센터
직원으로부터 참고 번호(reference number)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이 참고 번호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테스트 센터의 환경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테스트 센터를 떠나기 전에 시험 감독관에게 말해주십시오.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없으면 이후에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과 관련된 저작권 정보 목록은 요청에 따라 테스트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보안
테스트에 응시하기 위해 테스트 센터로 갈 때,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아래에서 열거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험장에 입실을 거부당하거나 테스트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테스트 센터에서는 계속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장을 들어가거나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에 피어슨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더라도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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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 시험 치르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험 치르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한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정부 발급 국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로마자로 표기된 이름

•

생년월일

•

서명

•

사진

하나의 신분증 안에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누락된 요소가 들어있는 다른 신분증도
지녀야 합니다.
*다음의

예외와 제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예외 및 제한사항
방글라데시,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혹은 대한민국에서 시험 치르기
방글라데시,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혹은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든 관계없이 반드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시험 치르기
영국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여권, 정식 혹은 임시 영국 자동차 면허증, 혹은 영국 생체인증 거주 허가증 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홍콩 특별행정구 혹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험을 치르는 중국 시민
중국 본토에서 시험을 치르는 중국 본토 시민일 경우, 여권 혹은 주민 신분증(제2세대 주민 신분증 만 가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토 밖에서 사는 중국 시민일 경우, 홍콩 특별행정구 혹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험을 치를 때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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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서 시험을 치르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혹은 대만 영주권자
중국 본토에서 시험을 치르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혹은 대만의 영주권자일 경우, 중국 입국
허가증 혹은 본토 여행 허가증(예, Hui Xiang Zheng, Tai Bao Zheng)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EU) 혹은 솅겐 존 국가의 시민일 경우
유럽연합(EU) 혹은 솅겐 존 국가*의 시민이 면서 다른 EU 혹은 솅겐 존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여권 혹은
정부 발급 국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U 혹은 솅겐 존 밖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제1차 신분증으로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쉥겐 지역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쉥겐 지역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신분증은 센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구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고, 시험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신분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만료된 신분증
• 국제 학생증
• 사원증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미국 정부에 의해 무역금수조치를 받고 있는 쿠바, 북한 또는 수단의 시민권자인 응시자는 자신들의 원래 거주지가
이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확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이런 신분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테스트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피어슨의
고객 서비스에 연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어슨은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테스트 센터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모든 피어슨 테스트 센터는 지역 법에 따라 허용되는 곳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모니터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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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센터 규칙
모든 응시자가 테스트 센터의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응시자는 예약된 테스트 센터에
도착해서 서명할 때 이러한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PTE Academic Test Taker Rules Agreement’응시자의 규칙 동의서 사본은 이 안내서의 부록 Appendix A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기 전에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행동
시험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응시자들이 긍정적인
테스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어슨은 모든 테스트 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테스트 센터에서는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응시자나 테스트 센터 직원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요구하거나,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테스트 도중에는 어느 때라도 학습 안내서, 노트 또는 다른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볼 수 없고 또한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든 컴퓨터를 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문제나 답안의 사본을 테스트 센터로부터 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과 			
테스트에서 본 문제나 답안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기밀유지 동의서로 시험에 응시할 때 동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컴퓨터를 변경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테스트 센터를 떠나게 되거나 혹은 테스트 결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락되지
않은 행동이 공지될 경우, 피어슨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테스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점수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어슨은 테스트 비용을
환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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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수
점수 이해하기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의 점수는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능력과 여섯 가지 Enabling Skill에 대한
응시자의 능력 수준이 일람표로 제시됩니다.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서 ‘View Score Report’를 클릭하면(이것에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자신의 성적표를 포함하는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한 번 이상 테스트에 응시한 경우에 모든 기록은 테스트 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다는 것과 정확한
성적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적표 견본
성적표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영역은 개인 인적 사항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성적표 중간에는 전체 점수가 보여집니다.
• 성적표의 마지막 영역에는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의 각 점수가 여섯
가지 Enabling Skill 점수와 함께 보여집니다. 이 상세
영역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학습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지: 응시자 성적표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채택한 교육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웹 사이트를 통해 응시자가 그들에게
보낸 것만 인정합니다(‘Accessing and Allocating
Scores’본 안내서의 성적 확인과 전송의 지시 사항
참조). 성적표를 직접 각 기관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의 점수를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는 www.pearsonpte.com/pteacademic/
scor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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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 정책
자신이 얻은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테스트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PTE 영어시험 (PTE Academic) 은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 재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본 시험의 결과를 통지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학교나 기관은 시험 응시자가 직접 시험 성적표를 보내기 전에 성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나
기관이 응시자가 이전에 본 시험결과가 더 우수했는지 아니면 낮았는지를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험결과는 무제한의 학교나 기관에 보낼 수 있으나, 단 각 성적표 당 한번에 7개의 학교나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표는 시험을 본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성적표를 볼
수없습니다.

재채점 요청
만약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재채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은 문항 점수를 다시 자동 채점하게 되므로 총점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말하기와 개방형 쓰기 문항만 다시 채점합니다.
• 점수가 변동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성적에 변화가 있다면 이전 점수를 대체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테스트의 점수만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테스트를
응시했거나 또는 교육기관으로 성적을 전송했다면 재채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채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성적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14일 내에 피어슨 고객 서비스에 연락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 팀으로부터 재채점을 위한 비용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 Communicative Skill 점수나
Enabling Skill점수가 변동하는 드문 경우에 재채점 비용은 전액 환불될 것입니다.

테스트 내용에 관한 조언
피어슨은 테스트의 내용에 관한 응시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이 있다면 양식을 테스트 센터의 시험
감독관에게 요청하고 센터를 떠나기 전에 칸을 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 문항에 의견이 있으면, 시험
관리자가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 관리자에게 말씀하십시오. 테스트 센터는
의견을 피어슨 테스트 내용 전문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또는 의견을 PLTSupport@pearson.com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피어슨이 응시자들의 모든 의견에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어슨이
응시자들의 모든 의견에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항목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된다면, 성적을 받은 후 달력으로
14일 내에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여 주십시오. 고객서비스로부터 적절한 ‘Item Challenge form’ 용지를 받아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점수가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피어슨 테스트
내용 전문가에게 의견이 전달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연락할 것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어슨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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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확인과 전송
피어슨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험 응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결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성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이메일로 받을 것입니다. 공지사항은 등록 시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같은 주소로 전송됩니다. 성적을 출력한 인쇄물로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성적 확인하기
www.pearsonpte.com
방문하기

www.pearsonpte.com을 방문한 후, 예약 사이트 ‘Register for PTE Academic ‘를
클릭하십시오.

‘My Account’를 클릭합니다.
‘My Account’ 클릭하기

‘Sign In’ 클릭하기

열거된 테스트의 성적을
보기 위해서 ‘View Score
Report’ 클릭하기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모두 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사용자 이름과비밀번호는 모두
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Current Activity’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는 과거에 응시했던
테스트의 목록을 보여줄 것입니다. 점수를 보고자 하는 테스트의 옆에 있는 ‘View
Score Report’를 클릭하십시오.

교육기관에 자신의 성적을 전송하기

‘Send Scores’ 클릭하기

성적을 받을 곳을
검색하여 선택한 후
‘Next’ 클릭하기

필요 시 자신의 인적
사항 업데이트하기

세부 사항 확인하기

확인과 수령 검토하기

자신의 점수 결과를 확인한 후 그것을 한 개 이상의 교육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전송하려고 하는 테스트의 옆에 있는 ‘Send Scores’를
따라가서 화면의 왼쪽에 있는 ‘Current Activity’를 클릭합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을 여러 번 응시했다면 보내고자 하는 정확한 테스트 성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성적을 인정하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점수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순서에 따라 7개의 접수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쳤다면 ‘Next’를 클릭합니다.

점수를 보내고자 하는 교육 기관을 선택한 다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리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에 저장되어 있는 세부 사항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세부 사항이 다르다면, ‘Update your profile’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이 과정을 마쳤다면, ‘Next’를 클릭하고,
성적을 전송하십시오.
마지막 확인 페이지를 통해 선택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신의 요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Confirm
Order’를 클릭하십시오.
자신의 성적이 전송되었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을 위해 이 공지
사항을 출력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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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 자료
테스트 준비
열거된 자료들은 www.pearsonpte.com/resources 에 있습니다. 자료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있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테스트 튜터리얼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튜터리얼(Adobe® Flash® 및 PDF 형식으로 제공됨)은 테스트의 전반적인 개요, 안내
따라하기, 그리고 20 여 개의 다른 과제 유형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테스트 가이드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의 이용 가이드 (책, 오디오 CD 그리고 CD-ROM 롬) 는 테스트의 특징과 형식 그리고
점수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와 예제 정답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응시 전략,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의 테스트
시험을 위한 문제 풀기 연습에 도움을 주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테스트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의 이용 가이드
독립적으로 출판된 코스

테스트 조언
테스트 조언 은 각각의 20개 과제 유형에 응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익하며 기억할 만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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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전략
더욱 성공적으로 과제 유형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20개의 사용하기 쉬운 셀프 스터디 레슨.

시험 대비 코스
여러 국가에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코스 찾기.

채점 정보
PTE 아카데믹 성적표 해석은 본 시험의 채점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7

6. 그 외의 정보
연락하기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요청 사항
• 먼저 웹사이트 www.pearsonpte.com의 FAQs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 요구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웹사이트에서 연락하기‘Contact Us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등록과 일정 요청 사항
• 테스트 예약을 하고,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www.pearsonpte.com의 연락하기‘Contact Us’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요청 받은 질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객 서비스 팀으로 보내집니다.
• 혹
 은 해당 지역에 있는 고객 서비스 팀에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유
 럽, 중동, 아프리카:ß
	전화: +44 (0) 161 855 7431 (영국 시간: 오전 8시~오후 6시, 중앙 유럽 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 미
 국:
	전화(무료 전화, 미국과 캐나다): +1-800-901-0229 (중부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전화(유료 전화): +1-952-681-3872 (중부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 아
 시아 태평양:
	전화(유료 전화) +603 8314 9652 (호주 동부 표준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말레이시아 기준 시간
오전 4시~오후 6시 )
• 고객센터 (한국어 무료 전화):080 468 0880 (오전 4시~ 오후 6시: 말레이시아 시간 기준)
응시자가 요구하는 특별한 편의 시설
•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테스트 센터의 편의 시설(이 안내서의 앞부분에서 설명)은 위에서 제시한 해당 지역어슨
고객 서비스 팀에 전화하거나 ‘Accommodations’를 선택하십시오.
• 승인이 필요한 테스트 편의 시설인 경우는 www.pearsonpte.com의‘Contact Us’ 에서 ‘Special
Accommodations Request’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이 양식을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시 사항도 제공됩니다.
테스트 준비와 연습 자료
• 먼저 웹사이트 www.pearsonpte.com 의 FAQs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 요구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웹사이트에서 연락하기‘Contact Us’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적 공지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등록할 때, 테스트의 일정을 잡을 때 또는 테스트 센터에 도착할 때 피어슨은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보안을 지켜 안전하게 수집되어 전달되고, 저장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된 목적 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Privacy Policy’ 우리의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웹사이트
www.pearsonpte.com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된 질문은 웹사이트에 있는 연락하기‘Contact Us’
양식을 통해 피어슨에 전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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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응시자 안내서는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 피어슨의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약을 할 때, 이 서류를 읽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I hereby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PTE Academic Test Taker Handbook in effect at the time I take PTE
Academic,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ose related to testing; score cancellations; exclusive remedies for testing or scoring
errors; examinee misconduct and test irregularity policies; confidentiality of the test; and the PLT Privacy Policy. As provided in
the up-to-date Privacy Policy on www.pearsonpte.com, I expressly consent to the collection, processing, use, and trans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m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cluding my test records and the digital photograph, signature,
fingerprint and/or palm vein pattern, and audio/video recording collected at the test center),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Privacy Policy; I also expressly consent to the disclosure of such data to PLT
(the ‘data controller’ under certain international laws), its service providers, any score recipient I select (which may be located
in a country that does not provide for a level of data protection that is equivalent to the one in my home country), and others
a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any investigation of unlawful activity or as required by law. I am fully aware that I have certain
rights to access, modify, or rectify personal data as set forth in the Privacy Policy. I certify that I am the person who will take the
test at the test center and whose name and address appear on my Pearso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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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테스트 응시자 규정 동의서
응시자 진술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자 서명함으로써 피어슨이 본인의 개인 정보와 시험 답변을 보관하고 피어슨
내에서 전송(경우에 따라 응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전송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명백하게 동의하고, 본인이
www.pearsonpte.com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취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아래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속이거나, 컴퓨터를 변경하는 등의 의심을 받는다면, 이런 행위는 피어슨에 보고될 것이고 나의 테스트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법적 처리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시험장에서는 개인적인 소지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보관함에 모든 개인적인 소지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개인 단말기(PDAs) 또는 기타 전자 장비,
호출기, 시계, 지갑, 핸드백, 모자, 가방, 코트, 책과 공책. 휴대 전화, 호출기 또는 다른 전자 장비는 보관함에
보관하기 전에 전원을 꺼야 합니다. 테스트 센터는 개인적인 소지품의 분실, 도난, 보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테스트 센터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시험장 입실과 퇴실 시에는
매번 확인 장비를 통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 시험 감독관이 쓰고 지울 수 있는 노트보드와 펜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스트 중에는
시험장에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테스트가 끝나면 시험 감독관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노트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중에 노트보드를 다 사용한 경우 손을
들면 시험 감독관이 새로운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시험 감독관이 자신에게 할당된 컴퓨터를 로그인 해 주고, 의도한 테스트에 응시하는지 확인하고 나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껌을 씹는 것, 흡연 및 소음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므로 테스트 동안에는 금지됩니다.
•

PTE 아카데믹 영어 시험 기밀유지 동의서‘The PTE Academic Non-Disclosure Agreement’(NDA)가 자신에게
배정된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테스트를 시작할 때 그것에 응답할 것을 요청 받게 		
됩니다. NDA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테스트는 끝나게 되고 수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간 감시됩니다. 감시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녹음이 포함됩니다.

•	테스트의 두 번째 파트가 끝난 후 10분 간의 예정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시 사항은 적절한 시간에
화면에 보여집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배정된 휴식
시간이 초과하면, 그 시간만큼 테스트의 다음 파트 배정 시간이 줄어듭니다. 휴식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테스트 시간에 휴식 시간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예정되어 있지 않는 휴식 시간은 용인되지만 방해가 됩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는 휴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 시험 감독관에게 표시를 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테스트용 컴퓨터를 휴식 시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테스트 시계는 당신이 나간 사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전체적인 테스트 시간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	휴식 시간 내내 시험장을 나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은 응시자가 돌아왔을 때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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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시간 동안에 필요하다면 시험 보는 동안 보관되어 있던 개인적인 소지품을 꺼내는 것이 허락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때에 약을 먹을 필요가 있을 때. 휴대폰, 시험 공책 그리고 학습 안내서와 같은 다른 소지품을
꺼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시험 보는 동안 자신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적이거나 또는 프로그램적인 문제나 혼란이 있다면 손을
들어 즉시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질문 또는 문의가 있다면 손을 올리십시오. 시험 감독관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도와줄 것입니다. 시험 감독관은 테스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	시험을 마친 후에는 시험 감독관에게 손을 들어 표시해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와서 컴퓨터를 확인하고
테스트가 올바르게 끝났는 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테스트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쓰고 지울
수 있는 조그만 노트보드와 다른 도구들을 시험 감독관에게 반환하고 난 후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항목을 남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장을 떠날 때 신분증은 자동적으로 확인됩니다.
•	문제와 답안의 사본을 시험장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본 문제와 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기밀유지동의서로 시험에 응시할 때 동의한 것입니다.
•

이런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컴퓨터를 변경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테스트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문항은 구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억양을 가진
국제적인 영어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에는 비디오/오디오 클립을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문항은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말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자신의
대답을 녹음합니다. 대답을 다시 녹음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문항은 영어의 쓰기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영국식, 미국식 영어와 같은 형식으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	질문에 대답한 후에는 이전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답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	개인정보 — 테스트 정보는 PLT로 전송될 것입니다. 응시한 테스트 센터에는 테스트 예약에 관한 정보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Privacy Policy Statement’ www.pearsonpte.com의 개인보호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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