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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학시험, GUGC Online Aptitude Test  
2020-2021 학년도 응시 안내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입학학생처 입학관리실  

 

1. 시험 개요 

o 평가 내용: 생명 공학 계열 수학을 위한 지원자의 학습 역량 평가 

o 응시 자격: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전형(General Application) 지원 예정자 

o 시험 시간: 120분 (과목별 별도 제한 시간 없음) 

o 출제 유형: 영문 객관식 총 20문항 (화학 10문항, 수학 10문항) 

o 합격 기준: 14점 이상 (1문항 당 1점), 합격 결과는 응시일 기준 2년간 유효, 합격 기준 이하 

성적 및 유효 경고 성적 무효 

o 응시 비용: 응시 당 $65, 응시 횟수 제한 없음 

 

2. 출제 범위 및 모의 시험 

o 출제 범위:  

- 국내 교과과정 기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화학Ⅰ, 화학Ⅱ 

- 해외 교과과정 기준:  AP Calculus, AP Chemistry 

※ 출제 범위 및 모의시험은 겐트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www.ghent.ac.kr/~admexamguide)  
 

3. 응시 전 준비 및 확인사항 

o 웹캠 설치여부: 시험 응시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등) 웹캠 미 설치 시 응시 불가 

o 해외겸용 신용카드 (VISA / MASTERCARD / AMEX 등): 국내 전용 신용카드(BC 카드 등) 이용

불가  

o 여권: 응시 전 본인 인증용, 여권 외 신분증 이용 불가 

 

4. 유의 사항 

o 계정 생성 시 여권 내 기재된 영문 이름 입력 

o 계정 생성 시 온라인 지원서와 동일 이메일 입력 

o 전 시험 과정은 자동 녹화됨 

o 다음 부정 행위 감지 시 시험 유효성 검토 진행 

- 시험 응시 중에 창을 내리거나 다른 창이 뜨는 경우 

- 한 화면에 응시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감지된 경우 

- 응시자가 컴퓨터 화면에서 사라진 경우 

http://www.ghent.ac.kr/~admexam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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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및 기타 송수신 장비 이용 및 착용 시 

- 기타 부정 행동 감지 시  

o 녹화 된 부정행위 중 유효 경고 판단 시 해당 성적은 무효 처리됨 

 
 

5. 온라인 입학시험 응시 링크  

o 온라인 입학시험 응시를 위한 계정 생성 링크 (시험 응시 전 신규 접속 용) 

o 온라인 입학시험 계정 로그인 링크 (시험 응시 후 재접속 용) 

 

6. 관련 문의 

겐트대학교 입학 관리실 / 입학서류 담당자 

admission@ghent.ac.kr 
032-626-4001 

https://gugc.mettl.com/applicant/signup
https://gugc.mettl.com/applicant/login
mailto:admission@ghen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