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공개시험 단체일괄 수험신청

회원등록 수속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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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OEIC SQUARE 의 회원등록 (무료)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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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공개시험
단체일괄 수험신청
http://square.toeic.or.jp/

수험신청 수속안내

TOEIC SQUARE

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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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신청
수속은
이쪽에서

회원등록
수속은
이쪽에서

회원규약을 읽고 동의하시면 “同意する”(동의한다)를 클릭해 주십시
오.

TOEIC SQUARE 에 접속하여 “登録（無料）
”(등록(무료))을 클릭해

주십시오.

4

회원등록 폼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고 “次へ進む”(다음으로 진행하기)
를 클릭해 주십시오.

회원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E-mail 주소로 등록완료 안내메일이
발송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OEIC® 공식 모바일 사이트 (TOEIC®모바일) 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次へ進む”(다음으로 진행하기)를 클릭해 주
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戻る”(돌아가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게재된 화면은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TOEIC® 공개시험 단체일괄 수험 [수험신청 접수의 흐름] 은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

ETS, the ETS logo, PROPELL, TOEIC, TOEIC Bridge,
TOEIC BRIDGE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and used under license.

TOEIC SQUARE 회원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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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공개시험 단체일괄 수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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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신청 접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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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uare.toeic.or.jp/

TOEIC SQUARE

3

検索

TOEIC SQUARE 에 접속하여 TOEIC 공개시험 “テスト申込・結果確
認へ”(시험신청 · 결과확인)을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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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포인트!／

TOEIC SQUARE 등록하신 “ログイン ID” (로그인 ID) “パスワード”

TOEIC 공개시험의 “受験申込”(수험신청)을 클릭해 주십시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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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포인트!／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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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신청에 관한 상세 내용과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 次へ
進む” (다음으로 진행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TOEIC 공개시험 수험요령을
확인하고 “同意する” (동의한
다)를 클릭해 주십시오.

2011710702vgQuBY
※이 바우처 코드는 샘플입니다.

“バウチャー受験申込” (바우처 수험신청)을 클릭하여 수험신청 화면으
로 진행해 주십시오.
※[ 受験申込 ](수험신청) 버튼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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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코드를 입력하고 “次へ進む” (다음으로 진행하기)를 클릭해 주십
시오.
※게재된 화면은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입력 폼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
고 “申込内容を確認する”(신
청내용 확인하기) 를 클릭해
주십시오.
※ “임의 번호” 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화면에서 입력해 주
십시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申込
を確定する” (신청 확정하기)
를 클릭해 주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申込内容
を修正する ” (신청내용 수정
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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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대해서
TOEIC 공개시험 단체일괄 수험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험자 본인용과 별도로 모든 수험

자의 시험결과 및 개인 데이터(수험번호 · 영문 이름 · 생년월일)를 성적일람표 또는 데이터 파일로
단체의 창구 부서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창구 부
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경우에는 단체 창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
체 창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 유무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단체 창구 부서로 문의해 주십
시오.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는 것으로 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 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호 소
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삼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습니다.

수험신청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E-mail 주소로 등록완료 안내메일이 발
송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의처
일반재단법인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협회
TOEIC 온라인 접수 센터

TEL: 03-5521-6055 Email: net-support@toeic.or.jp
(토 · 일 · 국경일 · 연말 연시를 제외한 10: 00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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