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상반기 TOEFL ITP 시행 안내
 국제팀에서는 매년 1 월과 8 월에 파견교환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각 선발 전형 전 5 회의 ITP 시험이 시행됩니다.
 2019 년도 1 학기 파견교환학생 프로그램 (2018 년 8 월 선발)을 위한 ITP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 된 문의 사항은 한국 TOEIC 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279-4725)
1. 접수 홈페이지: http://b2b.toeic.co.kr/hyu
2. 시험일정
시험일

시험장소

시험
시작시간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학

2018.04.13(금)

오후 6 시

2018.05.18(금)

오후 6 시

2018.06.08(금)

오후 6 시

추후 공지

2018.07.06(금)

오후 6 시

추후 공지

2018.07.20(금)

오후 6 시

추후 공지

202/203/206 호
추후 공지

접수기간

성적발표일자

국제문화대학 520 호

03/05(월) ~ 04/09(월)

04/20(금)

국제문화대학 520 호

04/10(화) ~ 05/14(월)

05/28(월)

국제문화대학 520 호

05/15(화) ~ 06/04(월)

06/18(월)

06/05(화) ~ 07/02(월)

07/13(금)

07/03(화) ~ 07/16(월)

07/27(금)

ERICA 캠퍼스

국제문화대학 520 호
국제문화대학 520 호

3. 접수금액: 27,000 원 (접수 및 결제는 상기 홈페이지에서 모두 진행)
* 선착순 접수하오니 접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각 시험일 당 서울 80 명, ERICA 60 명 선착순)
* 캠퍼스 교차 지원 가능 (예: 서울캠퍼스 접수가 마감 시 ERICA 캠퍼스 시행 시험에 접수해도 무방함)

4. 시험 당일 유의 사항
1) 반드시 지정된 시간 10 분전에 고사실로 입실하여야 함 - PART 1. Listening 이 시작되면 절대 입실 불가
2)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지참 -당일 신분증 미 지참자 응시불가 (학생증 인정 안됨)
3) 연필 및 지우개 지참(사인펜, 볼펜 사용 불가)
5. 성적 확인
1) 온라인 성적 확인 사이트: http://ipresult.toeflitp.com/
2) 온라인 성적 공지 및 발급: 성적 발표일 오후 3 시부터 개인컴퓨터에서 인쇄 및 발급가능
3) 발급가능 매수: 2 부까지 무료로 출력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1 부당 2,000 원
4) 성적 결과 전화 문의 불가
6. 비고
1) 2019 년도 2 학기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 일정은 향후 확정 후 공지됨
2) 교환학생 선발 시 본교에서 응시 후 취득한 ITP 어학성적만 인정됨 (타기관 시행 ITP 및 정기 시험 인정 불가)
3) 교환학생 선발 시점 기준 2 년 내 취득한 어학 성적만 유효
4) 파견교환학생 외국어 자격 기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파견지역
유럽/남미/기타아시아

기 준
IBT 75 점 이상 / IELTS 6.0 이상 / TOEFL ITP 550 점 이상

5) 타 대학 학생의 경우 본 시험 응시 및 결과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