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자
안내서

그림: Nathalie 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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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 아카데믹
소개
PTE 아카데믹 (PTE Academic) 은 컴퓨터 기반의 영어 시험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주요
영역을 평가합니다. PTE 아카데믹은 학문적인 영어를 필요로 하는 대학교, 고등교육기관, 정부 부서 및
기관을 위해 응시자의 실질적인 어학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PTE 아카데믹 서비스의 이용은 본 문서에
명시된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그림: Lauren Rolwing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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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문의: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 pearsonpte.com/faqs를
참조하세요.

●●

등록 및 일정 문의: 가까운 고객 서비스팀 pearsonpte.com/contact로
연락하세요.

PTE 아카데믹
6 단계
1
2
3
4
시작

pearsonpte.com 에서 시험 장소와 응시료를 확인합니다.

등록 및 예약

pearsonpte.com/book 에서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시험 일정을 계획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확인

응시료가 결제되면 시험장 위치와 안내사항이 포함된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시험 당일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
6

결과
시험 결과는 일반적으로 평일 기준 5일 안에 제공됩니다.
성적표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1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점수 공유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성적표를 확인하세요.
본인의 성적표를 대학교와 컬리지, 비자 기관 등 그 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시험을 예약하기 전에 16페이지에 있는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본 시험 응시자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에 동의할 의사가 없으면 당사의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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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이전
등록: 계정 만들기
pearsonpte.com/book 로 연락하세요.

1
2
3
4

자신의 계정을 만듭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신분증에 표시된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9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한 개의 이름(성과 이름이 하나로 된 경우)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을 “성(Last

Name/Surname/Family Name)” 입력란에 적으십시오. “이름(First Name/Given Name)”
입력란에는 마침표를 기입합니다.

계정 등록이 지체 없이 처리되도록 모든 공란에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작성이 완료되면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로그인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유의 사항
●● 등록할 때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십시오.
●● 시험 당일 소지할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pearsonpte.com/TestDay에서

응시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pearsonpte.com/acceptable-id에서 신원 확인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 로그인 정보, 중요 공지사항, 시험 점수 처리 완료 안내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유효하고 안전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및 시험 응시 후 정크/스팸 메일 폴더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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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예약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pearsonvue.com/pte로 갑니다.

1
2
3
4
5

로그인한 후 “PTE-A: 피어슨 아카데믹 영어 시험(PTE-A: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을 선택하고 “시험 예약하기(Schedule this Exam)”를
클릭합니다.

PTE 아카데믹 등록에 관한 질문에 응답합니다.

가까운 시험장을 찾아보고 시험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험 장소 및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PTE 아카데믹 등록 방침(PTE Academic
Admission Policy)에 동의한 후 전액 결제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 완료! 시험장 위치와 오는 길 안내, 시험 당일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이메
일이 전송됩니다.

유의 사항
●● 시험을 예약할 때 응시료 전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시험이 실시되는 국가의 지정된 화폐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나 서비스 요청이 처리되지 않으며 결제가 거부 및/또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JCB®) 또는 직불카드(Visa®,

MasterCard®만 해당)

●● 결제하려는 신용카드가 거부되면 해당 예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결제 수단을 사용해 시험 일정을

다시 예약하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바우처가 있는 경우 응시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로 재예약 요금을 결제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전체 응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earsonpte.com/testcenters에서 확인하십시오.
●● 시험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늦은 예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예약 후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면 정크 또는 스팸 메일 폴더를 확인해 주십시오.
●● 확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시험 당일 제시할 신분증의 이름과 정확하게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 지원팀 pearsonpte.com/contac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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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취소 또는 시험 일정 변경
시험 날짜를 변경하거나 응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pearsonvue.com/pte에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전화: pearsonpte.com/contact
●● 채팅: home.pearsonvue.com/pte/contact

변경에 따라 정해진 시간대와 요금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온라인으로 확정한 후 PTE 아카데믹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시험 날짜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객 서비스팀(pearsonpte.com/contact)에 연락하여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달력일 기준 시험일 14일 전부터 늦어도 7일 전까지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부분(결제한 응시료의 50%) 환불을 받게
됩니다.
달력일 기준 시험일 14일 전부터 늦어도 7일 전까지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응시료의 50% 면제를 받게 됩니다.
시험일 전 7일 이내에 시험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시험 취소 및 일정 변경 방침에서 시험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시험 날짜가 10월 25일 목요일인 경우

11일 당일 또는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100% 전액 환불

12 ~ 17일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50% 환불

18 ~ 24일까지
예약을 최소하면
응시료 환불 불가

시험 날짜

10월

10월11일

12

13

14

11일 당일 또는 이전에
예약을 변경하면
응시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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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2 ~ 17일까지
예약을 변경하면
응시료 50% 면제

19

20

21

22

23

24

18 ~ 24일까지 예약 일정을
변경하면 PTE 아카데믹
등록비 전액 결제

10월25일

환불
피어슨을 통해 등록하고 응시료를 지불한 경우 피어슨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본 시험 응시자 안내서에 따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A. 예정된 시험 날짜까지 14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마음이 바뀐 경우

B. 질환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진단서

제출 가능)

피어슨의 재량에 따라 의료적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시험 일정 변경
질환 때문에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적 사유로 한 번에 한해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무료 또는 할인된 응시료로 시험을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시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 서비스팀으로 연락하시면 진단서 제출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진단서의 승인은 피어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시험 재예약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의료적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험
재예약 또는 환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날짜까지 14일 미만이 남은 경우 앞서 명시된 대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응시자
PTE 아카데믹은 컴퓨터로 채점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 응시자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어슨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응시자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응시자 수용 시설을 검토 및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정 응시 기준에 부합하고 시험 전 정식 요청을

통해 피어슨으로부터 확정을 받은 응시자에게 적합한
시험장 시설이 제공됩니다.
●●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와 관련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응시자 시설을 신청하려면 pearsonpte.com/
accommodations에서 시험별로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 이 양식을 시험 응시 최소 4주 전까지 이메일

pltsupport@pearson.com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시험 예약 전에 먼저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이 필요한 시험장 시설과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휴식 시간 추가 또는 연장

바우처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바우처를 구입한
판매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바우처를
피어슨에서 직접 환불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시험실 안으로 의료기기 반입 허용

신용/직불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직불 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 참고: 해당 시설과 서비스는 일부 시험장에서만

전체 응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객
서비스팀(pearsonpte.com/contact)에 문의하십시오.

●● PC 모니터 글꼴 크기 확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은 시험의 유효성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시험 관련 변경
피어슨은 전적인 재량에 따라 시험을 취소, 변경하거나
시험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PTE 아카데믹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 내 응시자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은 시험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거나 응시 날짜 또는 시험장을
달리 변경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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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도착 시
●● 시험 시작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하여 시험센터 리셉션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시험장 도착 시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규정 동의서(PTE Academic Test Taker Rules

Agreement)’를 반드시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손바닥 정맥을 스캔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응시자가 전자 서명을 하면 응시자 본인이 읽은 규정에 대해 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 시험 관리자가 시험장 규칙과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개인 소지품은 안전한 보관 시설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시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보기
시험 당일 일정과 절차
pearsonpte.com/testday

유의 사항
●● 시험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시험 시작 시간 후 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도중 문제가 있으면 시험 당일 시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차후 상호 연락 시 사용할 수

있는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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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증명 및 생체인식 정보
PTE 아카데믹 시험에 응시하려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의 이름과 시험 예약 시 사용한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으로 인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기관에

요청합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요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는 다른 신분 증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pearsonpte.com/acceptable-id

보안 및 생체인식 정보
●● 규정 위반 감시, 시험 관련 소송 대비, 시험장 건물 보안 유지를 위해 시험장에는 CCTV 녹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PTE 아카데믹 시험 점수를 포함하여 응시자의 지원서를 처리하거나 또는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 점수를 제출받는 정부 기관이나 고등교육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이 수집하는 정보와 정보 보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피어슨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pearsonpte.com/privacy-polic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피어슨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응시자의 사진
●● 손바닥 정맥 스캔
●● 현장에서 응시자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의 구두 자기 소개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본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이름이 시험 예약 시 사용한 이름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분증 방침에 명시된 유효한 신원 증명서 또는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증된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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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규칙
●● 시험장에서 시험실로 입실하기 전 응시자는 정보의 비밀 유지 요건이 포함된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규정

동의서(PTE Academic Test Taker Rules Agreement)를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 개인 소지품은 시험실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기, 휴대용 컴퓨터/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또는 기타 전자기기(사물함에 넣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 폭이 1cm 이상인 보석류
●● 시계, 지갑
●● 모자, 가방, 코트
●● 책, 노트
●● 시험장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으나 분실이나 도난 또는 잘못 둔 소지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예: 특정 시간에 복용해야 할 의약품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험 완료
후 로그아웃하기 전에는 다시 사물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전 구역에서 취식과 음료 섭취, 흡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배정된 좌석에 계속 착석해 있어야 하며 다른 응시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응시자나 시험장 직원에게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요청, 제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 휴식 시간을 포함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스터디 가이드와 노트를 비롯한 여타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 대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응시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의 운영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시험장에서 본 시험 문항이나 응답을 적어둘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시험 문항 또는 응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읽기’ 영역을 완료한 응시자는 원하는 경우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휴식 시간을 가지려는 응시자는 시험실을 나오고 들어갈 때 손바닥 정맥 스캔을 해야 합니다.
●● 휴식 시간 동안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기기
응시자는 시험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보조 기기를 시험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 기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티슈
●● 기침약(포장재 제거 후)
●● 목, 허리 또는 부상을 입은 사지를 지지하는 베개
●● 스웨터, 운동복, 재킷 - 주머니가 있는 의복을 입고 있으나 응시자가 그 옷을 벗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경 및 보청기
●● 목 보호대 또는 보조기(목 부상을 입은 사람이 착용하는 종류)
●● 인체에 연결된 인슐린 펌프

응시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 기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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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진행 동안
시험 시작
●●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시험 관리자가 시험실로 안내해 헤드폰과 내장 마이크가 있는 컴퓨터를 배정합니다. 글을

쓴 후 지울 수 있는 노트와 펜도 제공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적을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공된 노트에 어떠한 내용도 필기하지 마십시오.
●●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를 컴퓨터에 로그인해 주면 비밀유지에 관한 알림 사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화면의 지시 사항에 따라 헤드폰과 내장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손을 들어 시험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시험
●● 일부 문항에서는 응시자의 듣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다양한 억양을 가진 여러 국가의 영어 구사자들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오디오 클립을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문항은 응시자의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 마이크에 대고 말해야 하며 말한 내용이 녹음됩니다.
●● 답변을 다시 녹음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피어슨의 시험과 시스템은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과 분량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응시자가 답변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중단/끊김이 있거나 단어/문장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거나 또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 일부 문항은 응시자의 쓰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 유효한 형태의 영어(영국식 또는 미국식)로 답변을 적습니다.
●● 쓰기 문항에서는 응답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어진 시간 내에 응답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른 응시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관리자가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거나 시험을 치르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노트의 분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 시험 관리자가 새 노트를 제공합니다(유의 사항: 노트나 펜을 시험실에서

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 시험 관리자는 시험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관리자에게 시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의 사항
●● 시험실에 있는 여러 응시자들이 동시에 말할 수 있으므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헤드폰을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말하기 영역을 실시할 때는 일반적인 대화 수준의 목소리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 응답한 후에는 이전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 답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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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휴식 시간 선택
●● 2부 읽기(Part 2, Reading) 영역이 완료되면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이 되면
컴퓨터 화면에 안내가 표시될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려면 화면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휴식 시간을 가지려는 응시자는 시험실을 나가고

들어올 때 손바닥 정맥 스캔을 해야 합니다.
●●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 휴식하는 경우 남아 있는 시험

시간이 해당 초과 시간만큼 줄어듭니다. 휴식 시간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큼 시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휴식 시간 동안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휴식 시간
●● 임의 휴식 시간이 허용되나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십시오.
●● 임의 휴식을 요청하려면 손을 들어 시험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시험 관리자가 컴퓨터를 휴식 모드로
변경할 것입니다. 시험 시간 타이머는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정지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험 시간이 휴식
시간만큼 줄어듭니다.
●●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한 응시자는 휴식 시간에 시험실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시험실로 돌아오면 시험
관리자가 시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시험 완료
●● 응시자가 시험을 모두 마치면 손을 들어 시험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의
자리로 와서 시험이 제대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험실 밖으로 안내하며 퇴실할 때 전자 신분 증명을

거칩니다.
●● 시험에 앞서 제공받은 노트와 기타 물품을 시험장

직원에게 반납하면 시험 완료를 확인하는 인쇄물을
드립니다. 이 물품들을 시험을 치른 자리에 남겨 두지
마십시오.
●● 모든 것이 처리되었으면 보관시설 사물함에서 본인의

소지품을 회수한 후 시험장을 나갑니다.

그림: Lauren Rol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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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후
성적표 수령
피어슨의 목표는 시험 날짜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험 후 성적표가 준비되면
이메일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메일에는 성적표를 확인하는 방법과 응시자가 선택한 기관(들)에 성적표를 보내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성적표는 PDF 양식으로 발행되며, 당사의 안전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되는 성적표만 해당 기관에서

수락할 것입니다.

●● 당사는 인쇄된 성적표를 검증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 PTE 아카데믹 성적표는 당사의 전자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표 보기
pearsonvue.com/pte에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Sign In)’을 클릭한 후 본인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한 후 ‘성적표 보기(View Score Reports)’ 링크를
클릭합니다.
‘보기(View)’를 클릭하여 원하는 점수를 표시합니다.
성적표는 PDF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동영상 보기:
시험 점수 찾기
pearsonpte.com/Accessingscores

해당 기관으로 성적표 보내기
웹사이트를 통해 점수를 보내지 않으면 기관들이 응시자의 점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 점수를 확인하기까지
최대 48시간이 소요됩니다. 응시자는 특정 기관이 자신의 어떤 점수를 확인하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 번에 최대 일곱 개의 기관에 점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pearsonvue.com/pte에서 로그인한 후 안내를 따릅니다.
‘로그인(Sign In)’을 클릭한 후 본인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한 후 ‘성적표 보기(View Score Reports)’ 링크를 클릭합니다.
해당 시험 옆에 있는 ‘점수 보내기(Send Scores)’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점수를 보내고자 하는 기관을 검색합니다.
한 번에 최대 일곱 개의 기관에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Recipient)’ 입력란에 해당 기관이 나타나면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다음(Next)’을 클릭해 주문 사항 요약을 확인합니다.
다시 ‘다음(Next)’을 클릭한 후 ‘주문 제출(Submit Order)’을 선택해 점수를 보냅니다.
예외 사항
●● 이민 신청을 위해 PTE 아카데믹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처음 계정을 만들 때나 시험 일정을 선택할 때 아니면

그 후 언제든지 성적표가 해당 정부 부서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점수는 시험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응시자는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점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에 응시한 지 2년이 경과했더라도 호주 이민부(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와 뉴질랜드 이민청

(Immigration New Zealand)은 피어슨에 응시자의 점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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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안내
PTE 아카데믹 시험은 국제영어기준(Global Scale of English, GSE)에 맞추어 10~90점으로 채점됩니다. PTE 아카데믹
성적표에는 응시자의 총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점수, 유용한 기술 점수가 포함됩니다.

PTE Academic

Test Ta ker, Ex a m p le

Test Taker Score Report
Example Test Taker

1

총점
응시자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반영하며 시험
전체에서 보여준 능력에
기반하여 채점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점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은 해당 기술을
단독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E123456789

Date of Birth:
Country of Citizenship:
Country of Residence:
Email Address:

06 January 1980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pltsupport@pearson.com

Registration ID:

123456789

Test Date:
Test Centre Country:
Test Centre ID:
First-Time Test Taker:

13 September 2016
United States
00001
Yes

Report Issue Date:
Scores Valid Until:

18 September 2016
13 September 2018

Overall Score: 56
The overall Score for the PTE Academic is based on the test taker’s performance on all items in the test. The scores for Communicative Skills and
Enabling Skills are based on the test taker’s performance on only those items that pertain to these skills specifically. As many items contribute to
more than one Communicative or Enabling Skill, the Overall Score cannot be computed directly from the Communicative Skill scores or from the
Enabling Skill scores. The graph below indicates this test taker’s Communicative Skills and Enabling Skills relative to his or her Overall Score.
When comparing the Overall Score and the scores for Communicative Skills and Enabling Skills, please be aware that there is some imprecision
in all measurement,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For more information on interpreting PTE Academic scores please refer to Interpreting the
PTE Academic Score Report which is available at www.pearsonpte.com/pteacademic/scores.

Skills Profile
Communicative Skills

3

유용한 기술
문법, 말의 유창성, 발음,
철자, 어휘력, 문어체
담화 등은 이러한 능력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200678

2

Test Taker ID:

Overall Score

Communicative Skills
Listening

Listening

51

Reading

69

Reading

Speaking

47

Speaking

Writing

74

Writing
Enabling Skills

Enabling Skills
Grammar

70

Grammar

Oral Fluency

37

Oral Fluency

Pronunciation

47

Pronunciation

Spelling

61

Spelling

Vocabulary

74

Vocabulary

Written Disclosure 61

Written Disclosure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54

Score Scale

58

62

66 70

74

78

82

86

90

Score Report representation right may differ from current score reports.

NOTE TO INSTITUTIONS: This score report is not valid unless authenticated on the PTE Academic Score Report
Website: www.pearsonvue.com/ptescores.

유의 사항
●● 점수는 성적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적표 양식(위 참조)은 현재의 성적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PTE 아카데믹 점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TE 아카데믹 점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pearsonpte.com/ScoreGuide.

동영상 보기
시험 점수 찾기
pearsonpte.com/Accessing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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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및 재채점
재시험 규정

재채점 요청

자신의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시험을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PTE 아카데믹 점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채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한 빨리 다음 시험을

예약하십시오.
●● 이전 시험 응시 후 최소 5일 후에 시험을 예약해야

합니다.

●● 예약은 1회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PTE 아카데믹은 컴퓨터 기반 시험이어서 총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말하기와 쓰기 문항에 대한 응답만이 재채점의 대상이

됩니다.
●● 드물지만 점수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점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점수가 이전의 점수를 대체할

것입니다.
●● 재채점 요청은 가장 최근에 응시한 PTE 아카데믹

시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이미 다른 시험을 예약한 경우에는 재채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채점을 요청하려면 성적표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 기준 14일 이내에 피어슨 고객 서비스로 연락해야 합니다. 재채점
요금은 고객 서비스팀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총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점수, 유용한 기술 점수 중 어느 것이라도
드물게 변경되는 경우 재채점 요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그림: Nathalie 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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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
1) 일반 사항
A. 본 이용약관(‘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

은 Pearson Education Ltd(이하 “피어슨”, “당사”,
“당사의” 또는 “당사를”)와 직접 또는 전 세계
계열사 중 하나를 통해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이하 “PTE 아카데믹”)에 등록한 응시자
(이하 “응시자”, “귀하” 또는 “귀하의”) 사이의
계약에 포함되며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당사는
때에 따라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PTE 아카데믹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B. 본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과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당사와 응시자 사이의 전체 계약을 구성합니다.
귀하는 피어슨에 의해 또는 피어슨을 대신하여
제공된 방침, 약속, 정보, 보장으로서 본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 또는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안내서
A. 안내서에는 PTE 아카데믹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정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TE
아카데믹 시험을 예약할 때 귀하가 안내서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B. 귀하가 안내서의 “시험 당일” 항목에 명시된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험센터 직원이
해당 사항을 피어슨에 보고해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의 시험장 출입 거부 또는 시험 결과의 무효
처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A. 시험 등록, 예약 및 응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피어슨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수집, 전송, 저장되며, 당사의
웹사이트 pearsonpte.com/privacy-policy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4) 비밀 유지
A.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본 시험 문항 또는 답변을

적어서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시험
문항이나 답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스터디 가이드 또는 연습
세션에서 제시된 시험 문항과 응답의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금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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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 방침
A. 귀하는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안내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시험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피어슨은 합리적인 자체 판단에 따라, 귀하의

응시 의도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PTE
아카데믹 시험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구제책은 취소된
시험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환불입니다.

C. 피어슨은 천재지변을 비롯해 피어슨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 공지를 통해
자체 재량에 따라 시험을 취소하거나 다른 시험
장소로 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구제책은 환불 또는 시험 일정
변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6) 책임의 제한
A. 피어슨은 당사 또는 당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사기성의 허위 정보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B. 위의 6(a)항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i) 사업상의 손실, 이윤의 손실,
기회의 손실 또는 PTE 아카데믹 또는 귀하의
시험과 관련된 피어슨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귀하에게 간접적, 결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ii) 시험장과 피어슨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피어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또는 여타 사항을
막론하고 응시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응시자에게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 또는 손실과

관련해
법률에
관련해
초과할

응시자에게 배상할 피어슨의 총 액수는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시험과
응시자가 피어슨에게 지불한 금액을
수 없습니다.

D. 피어슨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PTE 아카데믹
시험과 관련된 피어슨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반 조항
A. 본 약관, 등록과 관련해 당사가 귀하에게 보내는

확인 사항, 안내서의 내용은 모두 피어슨 PTE
아카데믹에 관하여 당사와 응시자가 맺은 전체
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는 때에 따라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해당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B.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의 내용 중

어떠한 일부라도 관할 기관이 무효, 불법, 실행
불가능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항은
그 판단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나머지 약관이나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약관 또는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C. PTE 아카데믹 시험 응시자 이용약관에 따라

귀하에게 적용되는 의무 사항을 귀하가
이행하도록 당사가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거나
당사에게 부여된 권리나 구제 중 어떠한 일부를
당사가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귀하가
해당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가 특정 불이행 경우를
면제하더라도 차후 다른 불이행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D.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PTE와 관련된 귀하와 당사

사이의 이용약관 및 계약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에 따릅니다.

추가 약관
다음 국가 및 영토에서 시험에 등록하는 경우 아래의
추가 약관이 적용됩니다(본 이용약관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약관이 우선).

홍콩
피어슨은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 전송, 보관과
관련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법령(제486조)(“PDPO”)
을 준수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홍콩 외부에 위치한
피어슨의 다른 사무소 또는 계열사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관리되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는 PTE 아카데믹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홍콩 이외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개인정보는 회계 및 규정 준수의
목적으로 홍콩 당국, 피어슨의 감사기관, 보험사 또는
은행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위 3항에 언급된 피어슨의 개인정보 수집방침은
www.pearsonpte.com/privacy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위의 7(d)항을 대체하여, 본 이용약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제됩니다.
중국 본토
피어슨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는 중국 본토 외부에 위치한 피어슨의 다른
사무소 또는 계열사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 관리되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는 PTE 아카데믹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중국 본토 이외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개인정보는 회계 또는 규정 준수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 피어슨의 감사기관, 보험사 또는 은행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위 3항에 언급된 피어슨의 개인정보 수집방침은
www.pearsonpte.com/privacy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호주
당사의 시험 개발 및 채점 서비스는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배제될 수 없는 보장을 받습니다. 귀하는
중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거나 환불을
받고, 기타 다른 합리적 수준의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약관의 책임 제한
조항 적용). 귀하는 시험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품질이
아니거나 해당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시험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모든 소송은 다음 주소로
제기해야 합니다.
Pearson Australia Group Pty Ltd
707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8
Australia
피어슨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1988(Privacy Act 1988(Cth))을
준수합니다. 귀하의 정보는 귀하가 시험 점수를 보내고자
하는 영국, 미국, 필리핀과 그외 다른 관할지역으로
전송되지만 모든 전송은 개인정보보호법 1988의 조항을
따릅니다.
이 이용약관은 빅토리아 주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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