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LTS란?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아이엘츠)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영어 커뮤니
케이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공인 영어시험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초보 사용자부터 원어민
수준에 이르는 응시자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어사용 능력을 공정
하게 평가합니다. 주한영국문화원 IELTS와 함께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5 M

140 1,600

TESTS TAKEN

COUNTRIES

2018년 기준, 전세계 350만명의
응시자 수 기록

ACADEMIC

ACADEMIC

ACADEMIC
MODULE

40 문제

SPEAKING
GENERAL TRAINING

GENERAL TRAINING

READING

WRITING

60분

3개 지문

40 문제

국내외 대학 정규과정, 대학원 진학
전문직 취업 이민

60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를 위한
1:1 인터뷰 시험 채택

시험 성적은 1점에서 9점까지
0.5점 간격으로 구성

BAND 7 | Good User

네 과목의 개별 점수와 전체
평균 점수 제공

난이도가 높은 표현을 충분히
구사하며,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도 이해함

온라인으로도 성적 확인 가능
BAND 6 | Competent User

특정 영역별 능력 및 전반적인
영어실력을 한 눈에 파악 가능

11 14분

3개 영역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
해외 직업 연수 및 취업 서류

시험일로부터 13일

성적 산출 기간

시험일로부터 5~7일

손글씨로 작성

답안 작성 방법

컴퓨터로 타이핑

응

273,000원

260,000원

W

시

료

월 4회 (토요일 3회, 목요일 1회)

시 험 일 정

일 2회, 주 6일 시행으로 월 50회 이상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시 행 지 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무작위 배정

1:1 스피킹 시간

시험 시간 선택 가능

IELTS 활용도
BAND 9 | Expert User

시험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

CD IELTS

(1:1 인터뷰 형식)

2개 과제

GENERAL TRAINING
MODULE

IELTS 결과

친숙한 상황과 주제에 관해서는
유창히 구사하지만,
때때로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함

유학
국내 및 해외 대학/대학원 진학
교환학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이민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 준비 시
언어 구사 능력 증빙을 위한 필수 서류

기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내용의 이해와 유창성이
다소 부족함

영국문화원 IELTS 장학 프로그램
최대 6천만원 장학금에 도전하세요! (2020년 4월 30일까지 지원서 제출) 소신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년 선발하는 IELTS Prize 장학 프로
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www.ieltsasia.org/ieltsprize
컴퓨터IELTS 공식 모의고사

의료, 보건 및 IT 업계 해외 취업 이민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로의 취업 시 제출

영국문화원이 제작한 공식 모의고사를 무료로 만나보세요! 실제 시험 화면과 동일
하게 제작되어 실전 경험을 키울 수 있으며, 답안을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미리 연습
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사이트 내 배너를 통해 응시 가능)

IELTS 응시료
일반 IELTS | 260,000원
00원
원
컴퓨터 IELTS | 273,000원

BAND 1 | Non User

영국문화원 IELTS 응시자 지원 프로그램

취업

BAND 5 | Modest User



VS.

PB IELTS

WRITING

LISTENING

4개 지문

10,000여 곳 이상의 교육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점수 활용

SPEAKING TEST

Paper-based IELTS와 computer-delivered IELTS의 비교

READING

30분

10,000

ORGANISATIONS ACCEPT

CENTRES

140개국 1,600여 시험 센터 운영

IELTS 구성 및 모듈

MORE
THAN

UKVI IELTS | 324,000원

무료 학습자료 Road to IELTS
오직 영국문화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무료 학습자료. 주한영국문화원에서
IELTS를 응시하는 모든 분께, 30시간의 온라인 학습 자료인 Road to IELTS를 사용할
수 있는 ID를 무료로 드립니다. PC 및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