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P Australia,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British Council이 

공동개발 · 관리 · 운영하는 

국제 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89년 개발.

언어의 4가지 영역인 Listent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을 모두 평가.

Speaking 시험은 시험관과의 1:1대화 방식으로 진행.

전 세계 140개국 1,100여 개 센터에서 시행.

2017년 한해 300만 명 이상이 응시.2017년 한해 300만 명 이상이 응시.

1,000여개 이상 교육기관 및 기업체가 영어실력 

측정의 지표로 적극활용. 

“

“

What is IELTS?



시험유형 및 구성

Academic
해외대학, 대학원 및 직업전문과정을

목표로 하는 응시자에게 적합한 시험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시간 : 약 30분

문항 : 4개 section / 40문제

시간 : 약 60분

문항 : 3개 section / 40문제

시간 : 약 60분

문항 : 2개 Task

시간 : 약 11분 ~ 14분

문항 : 3개 Part

영연방 및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 혹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는 응시자에게 적합한 시험

General Training

Paper based IELTS vs Computer-delivered IELTS

Paper based IELTS

시험일로부터 13일 시험일로부터 5~7일성적발표일

1:1 인터뷰 형식 1:1 인터뷰 형식

랜덤 배정 선택 가능

전 세계 10,000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인정

전 세계 10,000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인정

매월 4회 시험(토요일 3회, 목요일 1회) 주 3회-5회, 오전·오후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중앙방송 또는 개별방송으로

진행 답안지에 연필로 작성

개별 헤드폰을 사용하여 시험진행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로 답안 작성

Speaking 방식

Speaking 시간 선택

인정기관

시험일

과목

Listening 방식

Computer-delivered I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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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섹션은 단 한 번씩만 방송 됩니다.

· IELTS Listening 시험에는 여러 국가 출신의 원어민 엑센트와 

  목소리가 나옵니다.

· IELTS Listening 시험은 각 섹션 시작 전 문제를 읽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미리 문제를 읽고 지문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 문제의 지시사항에 답의 단어 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 문제의 지시사항에 답의 단어 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여 답을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Write no more than 

  two words.”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답을 세 단어로 쓰면 오답 

  처리됩니다. 세 단어 중 정답인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분 점수는 없으니 꼭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 화자가 응시자가 기대하는 답을 말한 다음 말을 바꾸는 내용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지문 내용을 끝까지 잘 들은 후 답을 

  표시하십시오.  표시하십시오.

· IELTS Listening 시험은 답안지(OMR) 작성 시간 10분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Listening Tips

Listening

시간

문제

40문항 / 4 Sections

30분 

(답안작성시간 Paper based IELTS 10분 제공, 

Computer-delivered IELTS 2분 제공)

일상생활과 관련된 두 명의 화자의 대화입니다.

(예: 숙소에 관한 대화)

일상생활과 관련된 독백입니다.

(예: 지역 시설에 대한 연설 혹은 행사 만찬 예약)

Section1

Section2

문제구성

교육 또는 트레이닝과 관련된 4명 이하 화자의 대화입니다.

(예: 과제에 대한 학생들간의 논의)

학업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독백입니다. 

(예: 대학 강의)

Section3

Section4

평가항목

평가방법

총 40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에 따라 매 시험 정해진 Band Score를 

기준으로 9점 만점, 0.5점 단위로 평가됩니다. 철자나 문법이 틀리면 

오답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제와 특정 정보의 이해, 화자의 견해/태도/목적 및 이어질 

내용의 방향 파악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듣기 능력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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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잡지, 소설 등 다양한 영어 지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는 Reading 시험에서 지문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지문을 읽을 때 중요 단어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시하며   

  읽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이 많은 지명과 날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런 정보에 표시해두면 문제를 풀 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도표의 제목을 붙이는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도표의 제목을 붙이는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 Reading 시험시간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답을 바로 답안지에 작성하셔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문제지에 작성한 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ading Tips

Reading

시간

문제

40문항 / 3 Sections

60분 (답안작성시간 추가제공 없음)

각 섹션은 하나의 긴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문들은 

서적, 학술지, 잡지, 신문 등에서 발췌된 것으로 학문적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일반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비전문가들을 

위해 쓰인 내용들이며,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공부할 

예정이거나 전문적인 직업을 찾는 응시자들에게 적절합니다. 

지문은 도표, 그래프,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문에 전문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 있습니다. 만약 지문에 전문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간단한 용어해설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문들은 노티스, 광고, 회사 브로슈어, 공식 문서, 서적, 잡지, 

신문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할 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업무 및 일반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합니다.

Academic Reading

General Training Reading

문제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총 40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에 따라 매 시험 정해진 Band Score를 

기준으로 9점 만점, 0.5점 단위로 평가됩니다. 철자나 문법이 

틀리면 오답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글의 요지/주제/세부사항 파악, 글쓴이의 견해/태도/목적 및 이어질 

내용의 방향 파악을 포함한 다양한 읽기 능력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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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ing 시험은 정답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라 영어로 주어진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Writing 답안 작성 시 문제의 문장을 그대로 적는다면 그   

  부분은 단어 수에서 제외됩니다. 응시자 본인의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Task1은 작성 시간 20분을, Task2는 40분을 권유합니다. 

  각 Task에서 처음 5분 동안은 작성할 글을 구성하고, 마지막   각 Task에서 처음 5분 동안은 작성할 글을 구성하고, 마지막 

  5분 동안에는 작성한 글을 읽으며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Writing Tips

Writing

시간

60분

문제

2개 Tasks 

Task1에서 응시자는 주어진 그래프, 도표, 차트, 그림 등을 

토대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기술합니다. Task2에서 응시자는 

주어진 주장이나 질문에 대한 해결책 또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Task1에서 응시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글을 작성합니다. Task2에서 응시자는 주어진 주장이나 

질문에 대한 해결책 또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Academic Writing

General Training Writing

Task1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논리적 구성/비교/표현/ 순차적 

기술 능력 등이 평가됩니다. Task2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적절한 

의견표현 능력, 논증/견해/함축적 의미를 사용한 비교·대조 능력, 

창의적인 의견 여부 등이 평가됩니다.

Task1에서는 일반적인 사실 정보를 이끌어내어 제공하는 능력, 

요구사항/선호사항/의견 표현능력이 평가됩니다. Task2에서는 

일반적인 사실 정보 제공 능력, 문제 인식과 해결책 제시, 

논리적인 견해 제시 능력, 창의적인 의견 여부 등이 평가됩니다.

Academic Writing

General Training Writing

문제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각 Task는 따로 평가되며, Task2의 점수 비중이 Task1보다 높습니다.

www.ieltskorea.or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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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나 No와 같은 단답형으로 답변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자세히 

  대답하십시오. 시험관은 주제 범위 안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예를 들어   답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고급 어휘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고급 어휘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Part 2에서 시험관은 응시자에게 메모지와 task card를 주며, 

  응시자는 task card에 적힌 주제에 대한 답변을 1분 동안 메모하며 

  준비합니다. 답을 할 때는 주어진 주제에서 사용된 시제와 같은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변을 할 때는 되도록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같이 제시하십시오. 이는 시험관에게 자연스럽게   수 있는 이유를 같이 제시하십시오. 이는 시험관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Speaking Tips

Speaking

시간

문제

3개 Parts 

11~14분

시험관과 응시자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고향, 가족, 직업, 학업, 관심사 등 친숙한 주제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응시자들은 특정 주제 및 그와 관련되어 응시자가 말해야 하는 

요점이 적힌 카드를 받게 됩니다. 메모할 수 있는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며 1분 동안 준비하여 1~2분 동안 주제에 대해 말합니다. 

동일 주제에 관해 한 두 개의 추가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Part2의 주제와 연관된 조금 더 추상적인 주제나 의견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합니다.

Part 1 (4-5분)

Part2 (3-4분)

Part3 (4-5분)

문제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고도로 숙련된 IELTS 시험관들에 의해 유창함과 논리적 일관성, 

어휘 사용범위, 문법 사용범위와 정확성, 발음에 대해 9점 만점으로 

하여 0.5점 단위로 채점됩니다. 각 밴드스코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www.ielt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와 의견 교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넓은 범위의 말하기 능력이 평가됩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www.ieltskorea.or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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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성적표는 응시자 본인에게는 최초 1부만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은 이민, 유학, 진학 및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교, 대사관 등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전자 성적표를 채택한 기관이나 학교에 성적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자성적표(Electronic 

TRF)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성적표는 이메일 형태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기관이 IELTS TRF Verification 

웹사이트에서웹사이트에서 고유의 ID로 접속하여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적표 재발급 

성적 발표 후, 기대했던 성적과 차이가 많이 있어서 재채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험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재채점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를 받으시기까지는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재채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성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채점 신청은 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www.ieltskorea.org)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원본성적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재채점 신청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하고, 적절하며,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하는 최고 점수 

9점 / Expert user  

낯선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적고, 복잡하고 상세한 

토론을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을 의미

8점 / Very good user

가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잡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상세한 추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

7점 / Good user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소통 시 종종 

오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고 

친숙한 상황에서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

6점 / Competent user

언어사용에 실수가 많고 전반적인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친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

5점 / Modest user

친숙한 몇 가지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내용의 이해나 표현에 있어 오류가 빈번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

4점 / Limited user

아주 친숙한 상황에서만 단순한 의미 전달과 이해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대화 중 빈번히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 

받게 되는 점수

3점 / Extremely limited user

친숙한 상황에서 단순 단어 나열이나 짧은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영어로 말하거나 적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

2점 / Intermittent user

단순 단어 나열 이상의 실질적인 언어구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의미

1점 / Non user

시험에 결시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0점 / Did not attempt the test  

IELTS 성적은 Band Score로 받게 됩니다. 

각 영역별로 1점부터 9점까지 0.5점 단위로 평가됩니다. 

성적표에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각 

과목의 점수(BandScore)와 그 평균(Overall)이 표기됩니다. 

IELTS 점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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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for UKVI
UK visas and immigration

2015년 4월 6일부터 영국 비자 신청 시 IELTS for UKVI 와 IELTS Life 

Skills 점수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비자 신청을 위한 

언어 시험의 수를 줄이고 시험 진행 방식에 새로운 요구 조건(시험 진행 

상황 비디오 녹화 및 신분확인 강화) 을 추가하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 하였습니다. IELTS for UKVI는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장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IELTS Life Skills는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의 A1 혹은 B1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영국비자 신청을 위한 

IELTS 응시 시에는 꼭 영국비자 이민국에서 승인한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IDP 한국지사는 영국비자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IELTS for UKVI 시험센터입니다.

영국 비자 신청 시 오직 IELTS만 인정

IELTS for UKVI 와 일반 IELTS는 시험관, 문제유형 및 구성, 난이도, 

채점기준, 시험문제 등이 같습니다. IELTS for UKVI 역시 Academic과 

General Training 모듈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ELTS for UKVI

IELTS Life Skills는 A1과 B1 레벨로 구분되어 있으며 말하기와 듣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레벨에 응시해야 하는지는 

영국비자이민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시자는 한 명의 시험관과 

다른 한 명의 응시자와 함께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은 두 

파트로 이루어지며, 문제들은 영어권 나라에서 생활할 때 

의사소통하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친숙한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답을 합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CD를 

듣고듣고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하고, CD를 통해 들은 내용에 대해 다른 

응시자와 토론합니다. B1 레벨 응시자에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상대 응시자와 의논하여 발표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각 레벨의 응시자는 듣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지를 평가받습니다. IELTS 

Life Skills 시험결과는 시험일로부터 7일이내에 받게 되며, Pass와 

Fail로 구분됩니다.

※ IDP IELTS 사이트에서 IELTS Life Skills 샘플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ELTS Lif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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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의 대학예비과정, 컬리지, 대학교 등의 유학을 위해서는 아카데믹 

모듈의 IELTS점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간호, 물리치료, 교사 등의 

전문직에 대한 협회 등록을 위해서도 IELTS점수 제출은 필수입니다. 

호주 영주권을 위해 필요한 IELTS점수는 제너럴 모듈 6.0이상입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대학예비과정, 폴리텍, 대학교 등의 유학을 위해서는 

아카데믹 모듈의 IELTS 점수가 요구되며 이민을 위해서는 

주신청자의 IELTS 제너럴 또는 아카데믹 모듈 6.5점 이상, 동반자 

및 자녀의 경우 5.0이상의 점수가 요구됩니다. 

캐나다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캐나다 이민비자

신청 시 필수 항목인 영어성적으로  IELTS 점수가 인정됩니다.

CLB 레벨에 해당하는 IELTS General Training 점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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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국 상위 16개 대학 - U.S. News & World Report발표자료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권 영연방 국가들로의 유학 및 

이민을 위해서는 IELTS시험 점수 제출이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하여 3,000여개 이상의 미국 교육기관들도 

본 시험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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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IELTS 응시자만의 차별화된 혜택!

모바일 접수 서비스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원서 작성부터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시험 연기, 취소 및 재발급 신청 등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 ‘IDP IELTS’를 검색해보세요.

스피킹 시험일 선택 가능 및 시험시간 사전 공지 서비스

IDP에서 IELTS 시험을 접수하시면 Paper based IELTS는 스피킹 시험 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그리고 Computer-delivered IELTS는 스피킹 시간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Paper based IELTS는 시험일로부터 2일 전 접수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스피킹 시험 

시간을 보내드리며, Computer-delivered IELTS는 접수 시 받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1:1 문의 서비스

IDP IELTS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부담 없이 1:1 문의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ID로 추가’를 클릭 후, ‘@IDP IELTS’를 검색해보세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험 시행일

IDP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월 3회, 대전에서는 월 2회 주말 시험을 실시합니다. 

주말 시험 응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월 1회 목요일 시험을 운영합니다. 

IELTS for UKVI는 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Computer-delivered IELTS는 주 3회-5회 오전·오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IELTS에 최적화된 시험장

탁월한 접근성과 최신식 음향 설비를 갖춘 전국의 IDP Paper based IELTS 시험장, 

서울 시내 교통의 중심지 강남역에 위치한 IELTS for UKVI 시험장 그리고 IDP 한국지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Computer-delivered IELTS 시험장에서 원하시는 IELTS 목표 점수를 달성해 보세요. 

www.ieltskorea.org에서 지역별 시험 장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무료 온라인 학습자료 제공

온라인으로 IDP IELTS 시험을 접수하시면 누구나 1개월 무료 온라인 학습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발송되는 접수확인 메일 속 코드를 활성화하여 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모의고사와 세미나

응시료가 부담스러워 선뜻 시험을 보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면 IDP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모의고사와 세미나에 참석해보세요. 캠브리지 시험본부가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며, 세미나는 IELTS 

전문가가 샘플 문제를 이용하여 채점기준과 응시요령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험 전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선정-시험응시-학교수속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IELTS 공식 주관사 IDP는 세계 1위의 유학컨설팅기관이기도 합니다. 

호주/뉴질랜드/영국/미국/캐나다로의 유학을 계획 중인 IDP IELTS 응시자라면 학교 선정과

학교 수속과정을 오랜 경력의 유학전문 카운셀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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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온라인  채널

IDP IELTS 블로그 blog.naver.com/idpielts

시험관이 제공하는 IELTS Writing/Speaking 샘플 문제, 

IELTS FAQ, 호주/미국/영국 유학정보 및 다양한 영어공부 자료와 

소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P IELTS 페이스북 

IELTS시험 맞춤전략 동영상들 뿐만 아니라 IDP IELTS의 공지사항과

각종 행사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ieltskorea 

IDP IELTS 준비사이트  

IDP 본사에서는 IELTS 응시자를 위해 IELTS 접수에서부터 준비요령, 

샘플문제, 점수 계산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ieltsessentials.com

IDP IELTS 이메일 뉴스레터 

매월 1회 발행되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IELTS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ieltskorea.org

IDP IELTS 무료고사와 세미나

IDP 본사에서는 IELTS 원어민 Expert가 직접 과목 채점기준과 TIP을 

알려주며 응시요령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시험본부의 관리하에 실제 IELTS 시험과 시험 형식을 동일하게 하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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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당일 준비물은 무엇이며,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

시험 당일 준비물은 접수시 사용하신 성적발표일까지 유효한 여권, 연필 또는 샤프, 지우개 입니다. 응시자는 오전 시험을 응시할 경우 

8시15분까지, 오후 시험을 응시할 경우 1시까지는 고사장에 도착하여 수험번호와 고사실을 확인하고 신분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사실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인가요?

고사실 안에는 여권과 연필, 지우개만 가지고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증, 휴대폰, 전자제품을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은 고사실 

입실 전 지정된 장소에 모두 맡겨주셔야 합니다. 음식물은 투명한 병에 담긴 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시험 당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접수 시 등록하셨던 여권입니다. 

  IELTS는 상대평가로 채점되나요? 

IELTS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IELTS 점수는 캠브리지 대학 시험본부에서 문제 출제 시 난이도에 따라 밴드스코어별로 

맞은 개수를 정합니다. 

  응시자가 모국에서 IELTS시험을 응시하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IELTS 시험관들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가 

어느 나라에서 IELTS를 응시하든, 시험관이 일관된 점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항상 면밀히 모니터링 받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 오전에 시행하는 신분검사시스템 (IAM, Identity Authentication Management) 

신분확인은 무엇인가요?

신뢰성 높은 시험 시행을 위한 신분검사시스템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대리 시험을 방지해 성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시험 당일 오전 신분확인 절차는 여권 확인, 사진 촬영, 지문 스캔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스피킹 시험 전 다시 응시자의 여권 확인과 

지문 스캔을 통해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 함으로써 모든 과목의 응시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됩니다. 성적표 상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당일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성적표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실제 시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보장합니다. 

IELTS Writing과 Speaking 시험의 채점기준은 무엇인가요?

IELTS Writing과 Speaking은 네 가지 채점 기준에 따라 각각 점수가 매겨진 후 그 평균값이 점수가 됩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각 

채점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ww.ieltskorea.org에서 각 과목의 채점기준표를 확인해보세요.

FAQ

www.ieltskorea.or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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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을 

지닌 회사

Our Business Field

국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IELTS(아이엘츠) 공식 

주관사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IELTS 시험 응시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각 파트별 고득점 공략법 등에 관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IELTS(아이엘츠) 공식 주관사

45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는 IDP는 호주 정부투자로 

호주 40개 국공립 대학 총장협의회가 설립한 

공동소유기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전 세계 33개국 100개 지사 모두 주요도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 세계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원하는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정보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45
39 2017년 연간 300만명 이상 IELTS시험 응시했습니다. 

그 중 10명 중 9명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IDP를 

추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IDP

는 90%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DP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www.ieltskorea.org 14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77길 61, S&G타워 12층 06611 (주) IDP에듀케이션
12F S&G Tower, Seocho-daero 77gil 61, Seocho-gu, Seoul, 06611, South Korea

               IDP IELTS
www.ieltskorea.org  |  02.550.0377

               IDP Education
www.idp.com/korea  |  02.550.0303 

신논현역
Exit 6

IDP
에듀케이션

스킨푸드

스타벅스

강남역
Exi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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