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온라인 테스트 안내
EC는 옥스포드와 협력하여 옥스포드 프레스 영어 테
스트 시스템을 학생들의 수업 시작전 레벨 테스트
또는 코스를 끝낸 후 학생 자신의 레벨확인을 위한
온라인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 전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한 뒤 테스
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테스트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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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테스트 시작 방법
１．www.oxfordenglishtesting.com/login 페이지에서 메일로
받은 User Name, Password, Organisation ID를 입력하고 로
그인 합니다.

２．First Name（이름）、Last Name（성）、Email주소가 올바른
지 확인 및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３．다음 페이지에서 Oxford Online Placement Test를 클릭
하면 테스트가 시작 됩니다.

이메일 주소:
최초 유학원을 통해 EC 학교를 등록하실 때 기재하신 이
메일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테스트 링크 안내:

EC 코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2주전에 옥스포드 프레스
테스트 시스템에서 안내 메일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립
니다.
(샘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customerservice.eltonline@oup.com
Subject: Log in details
Dear Student …..,

４．첫 페이지에서 테스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
제수준은 처음 몇 문항의 답에 따라 난이도가 자동 조정
되므로 Mid-level을 선택하여 시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You have been registered by your school/organisation to use
oxfordenglishtesting.com.
Your log-in details are as follows;
User name: u252844
Password: ec
Organisation ID: 001806
Please click on the link bellow to log in.
www.oxfordenglishtesting.com/login
Regards,
Customer Support Te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면 바로 문제가 표시 됩니다. 대부분
의 문제는 객관식 이지만, 단어를 입력하고 작성하는 주

이 메일에는 실제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ID,

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45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최대 90분까

암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보관하여 주십
시오.
또한 테스트는 로그인 정보 수신후 EC의 코스 시작전까
지 응시 완료 하셔야 합니다.

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종료시간이 가까워지면 안내 팝업
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종료시에는 종료 팝업이 나오고 완료됩니다.

EC 온라인 테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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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환경
옥스포드 프레스 온라인 테스트는 듣기 문제가 많이 포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며, 온라인 테스트 방법을 알
수 없을 경우, 학교에서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까?

함되어 있으므로, 시험전에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준비
하시고 시작전에 음성 상태와 볼륨 조절 방법등을 확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전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업 첫날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다른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일부 참여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
옥스포드 시험은 응시자의 영어 실력에 따라 문제의 난
이도가 자동으로 조정 됩니다. 시험은 약 45분 이후 종료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최대 90분까지 응시 하실수 있습
니다.
출제 내용
Use of English（문법）과 Listening(듣기)에 50/50을 기준으
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분야당 제한시간은 없습니
다. 그러므로 Use of English(문법)을 먼저 빨리 끝내신 뒤
Listening(듣기) 시험에 응하셔도 무관합니다. Listening(듣
기)의경우 최대 2번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졸업 테스트
과정 종료 일주일내에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사전 테스트와 동일한방법으로 졸
업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통지
사전 테스트 결과는 EC의 수업 첫날에 알려 드립니다.
졸업 시험 결과는 EC의 과정 수료증과 함께 학교에 전달

됩니다. (테스트 결과 인증서는 본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에 예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테스트 결과와 졸업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단
기 유학 또는 장기유학한 학생의 유학 성과여부를 공정
한 외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 할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말하기 시험이 있습니까?
→온라인 테스트에는 말하기 시험이 없지만, EC 코스 첫

날 간단한 테스트를 시행 합니다.
■온라인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 정해진 클래스가 어려
울 경우 클래스수준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클래스
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도중에 실수로 페이지를 닫고 말았습니다 / 중간에 오
류가 발생하여 시험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브라우저를 완전히 닫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출발 2주전인데 아직 로그인 정보가 도착하지 않았습
니다.
→해외에서 전송되는 메일이므로, 스팸 메일함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이 도착하지 않
았을 경우, 유학원 담당자를 통해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전

송해 드리겠습니다.
■유학원을 통해 링크 및 로그인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
습니까?
→옥스포드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은 학생 메일주소를 기
반으로 모든 정보가 관리 되고 있습니다. 링크 및 로그인
정보를 유학원 이메일 주소로 전달하면 다음 데이터 관리
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모든 학생 본인에
게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를 받지 않고도 EC과정은 수강할수 있나요?
→수업 첫날에 학교에서 별도 시험에 응하실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 테스트(사전테스트, 졸업시험)을 통해서 자신
의 영어실력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
로, 온라인 테스트에 응하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또한 EC는 수업시작후 이메일을통해 숙소, 학교 서비스,
학교 선생님 등의 평가 또는 설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안내사항, 비상안내등 온라인 테스트 이외
에도 이메일을 통한 통지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 등록을
적극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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