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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시험은:
■■ 학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를 평가할 때 전 세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치르는 입학 시험입니다
■■ 미국내 모든 4 년제 대학과 전세계 225 개 이상의 대학 입학시 인정받습니다
■■ 140 개국에 시험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시험 내용
ACT는 영어,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T 시험은 
중간 휴식을 포함하여, 완료하기 까지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ACT는 
대다수의 국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형 작문 테스트(40분)를 제공합니다.

ACT 시험을 보는 이유
■■ ACT는 신뢰할 수 있으며 일관적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대학 과정에 잘 대비되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과 대학들은 50년이 넘도록 ACT 점수에 의지해 
왔습니다.

■■ ACT는 과학 섹션과 점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 ACT는 대학의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및 수학 과정에 대한 준비성을 알 수 

있도록 STEM 점수를 제공합니다.
■■ ACT 점수 리포트는 학생들의 흥미, 능력 및 가치에 부합하는 대학 전공 추천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ACT 점수
■■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점수를 최대 4개의 대학에 보내세요.
■■ 1회 이상 시험을 본 경우, 선택한 학교에 보낼 시험일의 결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일부 학생은 ACT와 SAT를 모두 보고 두 개의 점수를 제출합니다. 

ACT 시험 준비
ACT는 학생들이 ACT 시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  ACT 온라인 PrepTM—ACT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ACT에서 디자인 
하였습니다 

■■ 공식 ACT Prep 가이드—각각 하나의 선택형 작문 시험을 포함하는 5개의 연습 시험이 
있는 ACT인증 대비 교재입니다

■■  ACT 준비—무료 

국제 시험 요금 
작문 없는 ACT  $93.50
작문  포함 ACT $109.50 

우리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미국 대학에서 작문 시험을 요구하거나 권장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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