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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 약도 

 

◆고사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소를 변경하고 싶으면(예: 도쿄→오사카), 시험일 4 일 전 수요일까지 

IIBC 시험운영센터로 전화하십시오. 빈 자리가 있는 경우만 시험장소 변경이 가

능합니다.  

◆걸리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도상 랜드마크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TOEIC 시험 또는 시험 관리에 관해 고사장에 문의하지 마십시오.  

◆고사실 온도와 냉난방 상태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퇴실 시는 본인의 쓰레기를 모두 가지고 갑니다.  

◆TOEIC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시험의 일반 주의사항과 금지 행위를 확인하십

시오.  

시험일 일정 

11:45～12:30  집합 ∙ 접수 

12:35～13:00  시험 설명 / 오디오 상태 확인 

13:00～15:00  시험 

15:00～15:15  시험지와 답안지 수거 

15:15（약）    고사실에서 퇴장 

◆12:30 이후 고사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의 연착이나 교통정체가 있을 경우, 시험일에 미리 고사장에 도착하시

기 바랍니다.  

◆12:30 이후는 휴식이 없습니다. 12:30 이후는 고사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예: 지진, 전염병 발생)이 발생할 때, 시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우리의 공식 웹사이트에 통지가 게시됩니다. 

시험 관리 번호와 시험일 

수험번호: 

고사장에서 답안지에 이 번호

를 마킹합니다.  

접수번호:  

IIBC 시험운영센터에 전화해 

문의할 때 이 번호를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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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 수험표 

서명을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2.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한 내) 공식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사원

증*, 개인번호카드*,주민등록증* 

(“*”가 붙어 있는 신분증은 일본

에서 발급된 것만 허용됨）  

※사진이 부착된 앞의 공식 신분

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응시 원서 제출 후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 결혼으로 인한 이름 변

경), 시험일 전에 반드시 국제 비

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협회(IIBC)에 

문의하십시오. 

3. 필기 도구 

HB 연필 또는 샤프 펜슬, 지우개 

4. 손목시계 

시험 중 시간을 안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손목시계를 가져옵

니다.   

손목시계 대신 다른 기기(예: 휴

대전화, 스탠드형 시계, 스톱워치)

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수험표에 부착된) 증명사진과 

사진이 부착된(유효기한 내) 공식 

신분증을 모두 고사장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 사진과 서명의 이미지가 공식 

성적표에 인쇄됩니다.  

사진 뒷면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쓴 다음, 사진을 수험표에 

부착합니다. 반드시 풀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칸(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됨) 

안에 서명을 합니다. 검정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서명이 파란색 테두리 밖

으로 나가면, 공식 성적표에서 서명의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증명 사진 1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허용되는 증명사진을 준비하십시오.  

공식 성적표에는 허용되는 증명사진이 흑백으로 실리게 됩니다. 

• 사진의 크기는 4cm×3cm이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은 시험일 전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수험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험자 얼굴에 그림자는 없어야 합니다). 

• 사진에는 수험자만 보여야 합니다.  

• 사진은 머리가 다 보이도록 탈모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흰색 또는 연한 색의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진, 사진의 복사본, 스티커 사진, 인쇄된 이미지가 실린 일반 용지 또는 복사 용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사장에서 수험생의 수험표 또는 사진을 수거한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진을 가져오시면 공식 성적표에 사진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