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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 (APTITUDE TEST) 페이지 접속 방법

겐트대학교 홈페이지 (www.ghent.ac.kr) 접속

⇨ 상단 메뉴 중간의 ‘입학안내’ 클릭 후 ‘온라인 입학시험 안내’ 클릭

1. 입학시험 지원 시 온라인 지원서 ‘Aptitude Test(입학시험)’ 대분류에서 계정 생성 가능

2. 계정 생성을 위해 ‘Sign up for our Online Aptitude Test’ 클릭

방법 1

방법 2

⇨ 창 하단의 빨간색 글자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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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 계정 생성

계정 생성 완료 페이지 안내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사용한 이메일 사용

비밀번호는 숫자, 특수문자, 대문자 포함

1. 120분 동안 20문제의 시험 응시

2. 응시료 ($50) 지불 (환불 불가)

3. 호환 가능성 확인 (시험 응시 전 확인 필수)

달력에서 생년월일 클릭 (여권 생일 기준으로 입력)

휴대폰 번호 입력 (ex. 821011111111)

남성은 ‘male’, 여성은 ‘female’ 로 입력

거주 국가를 영문으로 입력 (ex. South Korea)

 Email address

Date of birth

Contact No

Gender

Country

Password

First(이름) & 
Last(성) Name

이름과 성은 여권 기준으로 영문 입력  (스펠링, 대소문자, 하이픈 모두 동일하게 입력)
※ 성과 이름이 여권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점수 불인정

⇨ 입력 사항 체크 후, 하단 좌측의 ‘Regist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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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 가능성 확인

응시료 지불

■ 시험은 1회당 $50 이며 무제한 응시 가능

■ Paypal 운영체계이나 별도 계정 생성이 필요 하지 않음.

■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으로 통용되는 VISA, MASTERCARD, AMEX 가능 (국내 전용 BC카드 사용 불가)

■ 운영체계가 호환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화면 표시

■ 호환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컴퓨터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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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시험 응시

유의사항

지불 후 ‘Go to Test’ 클릭하면 새창으로 오픈

유의사항 숙지 후 하단 좌측의 ‘LAUNCH TEST’ 클릭 후, 시험 시작

■ 시험 응시 중에 창을 내리거나 다른 창이 뜨면 (예, PC 메신저 등) 자동종료 됨

■ F5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종료 됨

■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거나 컴퓨터가 꺼질 경우 자동 종료 됨 

■ 위 3가지 사항으로 자동 종료될 경우,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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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 시험 종료 후 상단과 같은 메시지가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

■ 추후 언제든지 성적확인 가능

■ 시험 결과는 상단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 후 PDF 파일로 저장

■ 저장 후 온라인 지원서 (E-Consort) 에 업로드 가능

■ 시험 결과는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항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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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표 업로드

추가문의

■ 온라인 지원서 (E-Consort) 내에서 입학시험 성적을 입력 후, 

     저장해 둔 PDF 파일의 입학시험 성적표 업로드

■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았을 경우만 인정되며, 13개 이하는 불합격

겐트대학교 학생지원팀

032-626-4001

admission@ghent.ac.kr

메틀테크놀로지스

support@mettl.com

■ 기술적인 문제 부분 화면 캡쳐

⇨ 계정 정보(이메일 주소)와 함께 영어로 기술 문제를 설명한 이메일 발송

⇨ 영업일 최대 3일 이내에 회신 가능

응시문의

기술문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