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안지 작성법
제공된 난의 한 칸에 한 
자씩  성과  이름 ,  중간  
이름을  씁니다 .  이름  
사 이 에 는  한  칸 을  
띄웁니다. 각 칸 아래에서 
위에 쓰인 글자와 같은 
글자가 포함된 타원형을 
마킹합니다. 이름이 25
글자 이상이면, 처음 25개 
칸과 아래 상자의 필요한 
타원형을 채우고, 나머지 
글자는 위의 숫자 ‘5 ‘ 옆에 
씁 니 다 .  이 름 에  
하이픈이나 비  알파벳 
글자가 있는 경우, 그 칸을 
비워 둡니다. 성과 이름은 
답 안 지 에  귀 하 가  쓴  
순서대로 공식 성적표에 
인쇄됩니다.
예. 답안지:
Washington George → 
공식 성적표:
Washington George

5

질문 1-6에 마킹하셔야 합니다. 응답 데이터는 시험 관리에 사용됩니다.
섹션 7–11에 대한 응답에서 얻은 데이터는 모든 개인적 식별자를 제거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여러 목적에 사용됩니다: (예) TOEIC 시험 활용 상태의 파악, TOEIC 시험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고 영어 학습 자료의 개발. 이해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우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섹션 7–11에 대한 귀하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귀하가 기관이나 회사(단체 코드는 수험표에 인쇄되어 있음)를 통해 TOEIC 시험을 신청하신 경우, 섹션 2, 4, 5, 그리고 6에 대한 응답의 데이터는 귀하의 기관이나 회사의 요청 시 귀하의 
기관이나 회사에 통보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목적, 개인 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개인 정보 처리의 위탁, 그리고 개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칙은 TOEIC 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수험자 
안내서에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또한 TOEIC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1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답안지 뒷면에 제공된 난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수험표에 단체 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단체 코드를 
기재하고 마킹하십시오.

7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입학 자격을 위한 중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 (고등학교)

직업/기술 고등학교 

전문대학 (준학사 학위) 

대학교 (학사 학위)

대학원이나 전문학교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어학학교 

고등학교 후 직업/기술 학교

8 현재 재학 중인 전공이나 최고 학위의 전공을 선택하십시오. (괄호 
안의 전공은 단지 예일 뿐입니다.)

　A. 인문
 (교육, 미술, 언어, 문학, 음악, 심리학)
　B. 사회과학/법률
 (국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C. 회계/경영/경제/금융/마케팅/무역
　D. 과학 (농업, 컴퓨터과학, 수학, 물리학, 통계학)
　E. 보건 (의학, 간호학, 약학, 공중보건학)
　F. 공학/건축
　G. 기타/해당 사항 없음

9 1. 귀하의 현재 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A. 전일제 근무 (자영업 포함) C. 실업 (질문 #10으로 이동)
 B. 반일제 근무 및/또는 반일제 학업 D. 학생 (질문 #10으로 이동)

2. 현재 취업 중이라면, 귀하의 현재의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교사라면, 41~49에서 선택하십시오. 
 01. 농업 14. 조선 27. 매스 미디어 40. 자위대
 02. 광업 15. 차량 28. 통신 41. 초등학교 교사
 03. 건설 16. 정밀 기계 29. 병원/보건/의학 연구究 42. 중학교 교사
 04. 식품 17. 기타 제조 30. 호텔/여행업/오락/외식업 43. 고등학교 교사
 05. 섬유 & 종이 18. 무역 31. 정보/시스템 개발 44. 직업 고등학교 교사 
 06. 화학 19. 소매업 32. 의류 45. 전문대학 교수
 07. 제약 20. 도매업 33. 기타 서비스 46. 대학교 교수
 08. 석유 21. 은행업 34. 중앙 정부 47. 대학원 교수
 09. 유리/시멘트水泥 22. 보안 35. 현 정부 48. 어학학교 교수
 10. 강철 23. 보험 36. 지방 정부 49. 기타 학교 교사
 11. 비철금속 24. 부동산 37. 공공기관 50. 기타
 12. 기계 25. 운송 38. 민간기관 
 13. 전기 26. 전력/가스 39. 국제기구

3. 현재 취업 중이라면, 귀하의 현재의 직무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01. 관리 05. 기획 09. 영업 13. 운영 17. 법무
 02. 행정 06. 해외 10. 엔지니어링 14. 홍보 18. 재무
 03. 재정 07. 구매 11. 생산 15. 마케팅 19. 훈련
 04. 인사事 08. 경영 12. 연구 16. 시스템 엔지니어

4. 현재 취업 중이라면, 귀하의 현재의 직위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A. 임원　　　　　　　B. 부장　　　　　　　C. 과장　　　　　　　D. 대리　　　　　　　E. 기타　　　　　　　F. 임시 근로자工

11 TOEIC 시험 응시 경험

1. 오늘까지 TOEIC 시험을 몇 회 응시하셨습니까 (개정 전 TOEIC 시험 포함)？
 A. 0회　　　B. 1회　　C. 2회　　D. 3회 이상

2. 오늘 TOEIC 시험을 응시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A. 취업
 B. 승진
 C.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D. 향후 학습 필요 평가
 E. 학업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3. 귀하의 사무실, 학교 등에서 전에 TOEIC IP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다면, 응시한 때를 
마킹하십시오. * 여러 번 TOEIC IP 시험에 응시했다면 가장 최근에 응시한 때를 
선택하십시오. IP 시험은 각 학교, 회사, 또는 기관에서 선택한 일자와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A. 지난달 이내
 B. 최근 6개월 이내
 C. 지난해 이내
 D. 1년 전에
 E. TOEIC IP 테스트에 응시한 적이 없음

10 1. 영어를 몇 년간 공부해 오셨습니까？
 A. 4년 이하年
 B. 4년~6년年
 C. 6년~10년年
 D. 10년~年以上 

2.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능력을 가장 중시하시거나 중시하셨습니까？
 A. 듣기
 B. 읽기 
 C. 말하기
 D. 쓰기
 E. 듣기와 말하기
 F. 읽기와 쓰기
 G.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3. 하루 중 영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A. 전혀 사용 안 함 D. 21~50% 
　B. 1~10% E. 51~100% 
　C. 11~20%

4. 다음 중 어떤 능력을 가장 자주 사용하십니까？
 A. 듣기
 B. 읽기 
 C. 말하기
 D. 쓰기
 E. 듣기와 말하기
 F. 읽기와 쓰기
 G.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5. 영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데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A. 전혀 없음
 B. 좀처럼 없음
 C. 가끔씩
 D. 자주
 E. 거의 항상

6. 영어가 주언어인 국가에서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A. 아니오 (질문#11로 이동)
 B. 예, 6개월 미만
 C. 예, 6개월~12개월月
 D. 예, 1년~2년年
 E. 예, 2년~年以上

7. 영어가 주언어인 국가에서 거주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A. 학업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외)
 B.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程
 C. 여행 (업무 관련 없음)
 D. 업무 
 E. 기타 

2. HB연필을 사용하여 마킹하십시오. 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답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십시오.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공식 성적표를 발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귀하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1.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답안지에 정확하게 마킹하십시오.

바른 예 잘못된 예
답안지 마킹 예

A

귀하가 이  답안지에 
마킹한  이름이  공식  
성적표에 인쇄됩니다. 
실 수 하 지  않 도 록  
조심하십시오.

2

3

4

현재 재학 중인 학력이나 완료한 최고 학력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덟 자리 수험번호를 
쓰고 마킹하십시오.

성별을 마킹하십시오.

생년월일을 쓰고 
마킹하십시오.

13.11.07_370*297_左5mm開

Male

Female

Primary school 1st  year

Junior high school 2nd year

High school 3rd year

Vocational/
technical high school 4th year
Community/
junior college 5th year

University 6th year
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 7th year

Language institution Graduated
Vocational/
technical school Other

GEORGE WASHINGTON

W A S H I N G T O N  G E O R G E



❼

2013⑪

수험자 안내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협회 (IIBC)

TOEIC 시험에 응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험 응시 전과 중, 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OEIC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 시험 관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 서슴지 말고 TOEIC 감독관에게 
질문하십시오. 

시험 구성:

듣기 평가 (45분)

파트 각 파트 이름 문항수

1 사진 묘사 6

2 질의 응답 25

3
짧은 대화
(일부 그림 있음)

39
(3×13)

4
설명문
(일부 그림 있음)

30
(3×10)               

독해 평가 (75분)

파트 각 파트 이름 문항수

5 단문공란 메우기 30

6 장문공란 메우기
16

(4×4)

7
· 단일 지문
· 복수 지문

29
25

＊ 귀하의 점수는 귀하가 정확하게 답한 문항 수에 따라 얻어집니다. 추측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히 독해 평가 중 시간에 유의하여 모든 
문항에 답합니다.

시험 일정:

시간 주의

12:35〜13:00
시험 설명 
오디오 상태 확인 
시험지 배부

12:30 이후는 휴식이 없습니다. 12:30 이후는 고사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기타  전자기기의  전원을  껐는지  감독관이 
확인합니다. 감독관이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를 수거합니다. 

13:00

15:00

시험 시작

시험 종료

휴식 없음. 듣기 평가 종료 후 독해 평가 진행. 
주의사항: 감독관이 시험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알려 
줍니다 . 시험 종료 시간은 듣기 평가 시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듣기 평가 시간은 예정된 45 분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15:15
(약)

시험지 및 답안지 수거, 개인 정보 양식의 
변경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고사실에서 퇴장

시험지와  답안지의  어떤  부분도  제거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시험지와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모든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하고 누락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험 응시 전:
1. 고사실에 입실하기 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을 합니다.
2. 수험표를 가져 오지 않았거나 수험번호를 모르면, IIBC(Tel: 03-5521-6033) 에 전화해 본인의 성명과 신청 

번호를 전화 상담원에게 말합니다.
3. 수험번호에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4. 답안지 작성 시, 뒷면을 참고합니다.
5. 고사실 환경이 시험 응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예: 흔들거리는 의자나 책상 또는 불충분한 음질), 시험 

설명 시간 중이나 오디오 상태 확인 시간 동안 감독관에게 얘기합니다.
6. 개인 정보 양식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안내 데스크의 진행 요원에게 말합니다.
 12:30 전에 개인 정보 양식을 작성합니다. 감독관이 시험 후 개인 정보 양식을 수거합니다.
7.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8. 금연 규칙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
 • 답안지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 고사실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 시험 종료 전에는 고사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얘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본어로 시험 시작을 알리는 공식 발표를 들을 때까지 시험지를 펼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험 응시 중:
1. 듣기 평가 중 음질 환경이 최고가 되도록 창문과 문은 모두 닫습니다.
2. 시험지나 답안지가 낙장이 있거나 파본이면,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청합니다.
3. 시험 중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으면,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말하고 다른 수험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고사실을 나갑니다. (시험 중 고사실 밖에서 쓴 시간은 잃어 버린 시간이 됩니다.)
4. 몸이 좋지 않아 15:00 전에 시험을 끝낼 필요가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하고 조용히 고사실을 나갑니다. 

5.  시험 관리에 변경이 필요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6.  감독관은 최적의 응시 조건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모든 수험자가 지시와 경고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사실을 순회합니다.
7.  다른 수험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을 제한합니다. 
8.  시험지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라든지 감독관의 움직임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시험 중 불가피합니다. 듣기 

평가 중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독해 평가 중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험 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시험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 메모지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지에 기재하거나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응시 후:
1.  고사실을 나갈 때 소지품을 잘 챙깁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가지고 나갑니다.
2. 응시일로부터 35 일 이내에 공식 성적표를 받지 못하면, 응시일로부터 65 일 이내에 IIBC 시험운영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응시일로부터 65일 후에 미배달 성적표에 대해 문의하면, 성적표 재발급 요청으로 간주되어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모든 수험자를 위한 최고의 수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 호출기, 기타 모든 소리가 나는 장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귀하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12:35부터 고사실에서 퇴장할 때까지 전자기기의 알람과 모든 기타 설정을 해제하고 휴대폰과 기타 
전자기기 (예 : 오디오 플레이어, PC, 비디오 게임 콘솔, 전자 사전, 전자 수첩 )의 전원을 끕니다. 12:35 
전이라도 고사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삼갑니다.

2. 휴대전화, 전자기기 또는 손목시계 알람에서 듣기 평가 중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시험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도 독해 평가의 시험 시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은 
고사장에서 퇴실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수험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 경고
모든 시험 관리와 관련해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금지 행위＞
1. 시험 문제 내용의 공개로 이어지는 행위 
 (1) 사진 촬영, 녹화, 녹음, 복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 
 (2) 답안지 또는 시험지 또는 기타 자료의 지정 공간 외에 쓰는 행위 
 (3) 어떠한 수단으로든 고사실에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하는 행위, 

시험 문제 내용의 공개 
 (4) 인터넷, TV, 라디오, 이메일, 문서, 강의 또는 다른 가능한 수단으로 

일반인이 검색, 청취할 수 있는 상태로 시험 문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행위 (영어에 
한정되지 않음) 

2.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1) 커닝 
 (2) 대리 응시 
 (3) 시험 중 도움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4) 부정하게 시험에 응시하는 것, 부정직으로 간주되는 기타 행위 
3. 지정 시험 시간 외에 문제를 푸는 행위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보는 행위 또는 시험 시간 종료 후 문제를 푸는 행위 
 (2) 듣기 평가 중 독해 평가 문제를 보는 것 또는 독해 평가 중 듣기 평가 문제를 보는 것 
4. 파괴 행위(예: 폭력 행위, 기물 파손)

＜IIBC는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 수험자가 위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금지 행위를 하거나, 답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경고  • 시험 중 고사장에서 퇴실 조치
• 소지품 검사  • 그 답에 대한 득점을 얻지 못함
• IIBC 또는 ETS가 관리하는 시험의 응시 자격 박탈
• IIBC 또는 ETS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시험의 성적 무효 처리 (이전에 취득한 성적 포함)
성적이 무효 처리된 경우, 성적에 관해 회사나 학교, 기타 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을 때, 우리는 성적이 
무효 처리된 사실을 앞의 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2. 감독관은 적절한 시험 환경을 유지하고 , 금지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사실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TOEIC  시험  개발자인 
미국교육평가원 (ETS) 은 
시험지에  마킹하는  것을 
부정행위나 문항의 공개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