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배치고사[TOEFL Practice Online, 모의토플] 시험 안내

(비대면 온라인 시험)

시험대상자

 o 2022학년도 신입생 전체

 시험형식 

  o 코로나19에 따른 신입생 영어능력평가 비대면 진행

    

유의사항(신청 시 유의사항)

 o 영어배치고사 (ETS공식토플모의고사 TOEFL Practice Online) 시험은 정해진 기간 동

안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o 시험 응시료는 시험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응시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시

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응시료 : 42,900원)

 o 결제 취소는 시험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시험 신청기간 내 결제 취소를 하지 않

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환불 처리가 불가하오니, 시험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 신청기간 내에 결제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본인이 신청한 시험 일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o 시험 신청 및 응시 시 수험번호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므로,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사전준비

o 사전오리엔테이션 매뉴얼 전자문서(PDF) 배포 및 영상자료 공개

    a) 전자문서 배포

       - 배포방법 : 시험접수사이트(http://etest.chosun.com/postechpay)

       - 내    용 : 시험접수방법, 사전준비 내용안내, 진행방법, 시험종료 후 안내

    b) 영상자료 공개

       - 유튜브 공개(시험접수사이트 내 공지) 

  

   * 응시자는 매뉴얼을 사전 숙지하여 비대면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시험 신청 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2022. 1. 10(월) 10:00 ~ 2022. 1. 13(목) 17:00

 o 신청방법: 영어배치고사(ETS공식토플모의고사 TOEFL Practice Online) 시험 신청 

             페이지 내에서 결제 후 응시일정 및 시간대 선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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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험 신청 페이지: http://etest.chosun.com/postechpay

※ 시험 신청은 MS windows 운영체제의 PC에서 Explore, 엣지, 크롬 이용가능

※ 시험 신청을 위한 계정 생성 관련으로 신입생의 수험번호, 이름 및 핸드폰번호가 

  디지틀조선일보 토플센터로 미리 송부될 예정 

시험신청 절차

[신청 전 확인하세요]

 사전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신청 및 결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시험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마이페이지 내에서 시

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시험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원하는 시간대가 마감된 경우 다

른 시간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신청 및 결제 관련 문의

 o ㈜디지틀조선일보 토플센터: (02)3701-2000, 2711, 2712

   평일 (09:30-18:30) (점심-12:00-13: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시험일시 및 방법

 o 시험 일시: 2022. 1. 18(화) ~ 1. 20(목), 

               오전 10:00-14:00 (9:00부터 입장 – 신분확인 및 OT진행)

               오후 15:00-19:00 (14:00부터 입장 – 신분확인 및 OT진행)

               총 3일, 6회(오전, 오후) 중 1회 선택

 o 시험 유형: TOEFL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 

 o 응시 장소

   - 반드시 집에서 응시, PC방, 도서관, 스터디카페등 공공시설 이용 절대 불가

   - 랜선,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 기반 시험용 MS Windows OS기반 PC, 

     화상회의용 모바일기기 등 (스마트폰: 본인 명의만 가능, 유·무선 헤드셋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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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시 방법

    -시험응시 사이트 접속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1차 신분검증 절차를 통해 부정접속 방지

 

   - 시험시작 1시간 전 분반별 지정된 “Zoom 회의실”에 입실시작 (학교에서 제공받은 메일계정 

     및 휴대폰으로 안내), ex) 오전 10시 시험-> 오전 9시 입실, 오후 3시 시험-> 오후 2시 입실

   - 정⦁부감독관이 “Zoom 회의실”에 입장한 응시자를 순차적 소회의실로 호출하여 2차 신분증 

     검사 진행

   - 신분확인 종료 후 시험 개시

   ▶부정행위 처리 관련

   ○ 시험 중 응시생 지도가 필요한 경우 “Zoom회의시스템 및 긴급연락망”을 이용해 경고함.

   ○ 부적절한 행위로 2회 이상 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경우, 주어진 시험시간 총 4시간 이 

      내 완료 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 당일 장비 오류로 인한 대체 대면 시험 안내 

  - 시험 당일 시험장비 및 네트워크 오류로 지속적인 시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응시생은 

    1회에 한해 하루를 지정하여 대면고사장(서울)에서 추가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 대 상 자 : 시험당일 시험장비 및 네트워크 오류로 지속적인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응시생 (1회 이상 일정변경 응시 후, 시험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응시자에 한정)

○ 진행절차 : 민원접수 > 민원처리(상담, 원격) > 시험일정 변경안내 > 환경개선 불가판정 > 

              대면 시험 전환안내

            (*대면 시험은 정규 토플시험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나 오전 10:00-14:00 1회 시험

               만 운영됨, 코로나 방역을 위해 30명 제한)

  

영어배치고사 문의 : 인문사회학부 행정팀(054-279-2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