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회 ISTQB 국제자격 한글시험 및
SW테스트 기본교육 신청방법 안내
□ SW테스트 기본교육 및 시험 신청 유의사항
◦ 본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은 2015년 동남권 지역SW품질역량강화 사업의
SW테스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하나로, 시험 비용 지원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재직자 및 학생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시험 지원 대상자 분들께서는 동남권 소재 기업 재직자 및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재학증명서)를 교육기간까지 제출(이메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신 교육과 ISTQB 자격시험은 별개로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따
라서, 아래의 시험 신청 방법 안내에 따라 시험 신청 마감 날짜인 9월 11
일까지 개인별로 시험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시험 신청 완료 후, 결제까지 진행하시고 발부되는 접수번호를 교육 참가
신청서 양식에 기입하시고 작성하신 교육신청서를 이메일(joohyung@busanit.or.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시험 비용 지원은 교육생분들께서 먼저 결제하시고, 교육 수료자(100% 출석)에
대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험 비용을 보전해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시간 출석 점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후, 참석하지 않는 분들께는 시험 비용 보전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일반인 응시 금액 : 149,600원, 학생 할인 금액 : 105,600원
◦ 시험 신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시험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신청 마감기한은 9월 11일 17:00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험
등록이 불가하오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분들께는 교육 제공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STQB 국제자격 한글시험 신청방법 안내
1. http://www.sten.or.kr/ 사이트로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해당 ID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좌측 중단의 『ISTQB 시험 신청』을 선택하여 시험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ISTQB-Foundation (2015-09-15 19:30), ISTQB CTFL 국제자격증 2015년 5회
정기시험(한글)(부산)(9월 15일)』을 선택하셔서 시험 신청을 합니다.

4. 편하신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 시험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학생할인 대상자분들께서는 증빙 서류(재학증명서)를 첨부하신 후에 시험
신청을 하시고, KSTQB의 승인 후 결제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금액
(105,600원)을 확인 후에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금액 관련한 문의는
KSTQB 사무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KSTQB 사무국 : 070-8282-7448, Email : info@kstqb.org)

5. 신청하신 후에, 하단의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6. STEN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좌측의 나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면, 결제완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분들은 접수번호를 교육 신청서에 기입
하셔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 담당자에게 전자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주형 선임연구원, 051-749-9342, joohyung@busanit.or.kr)

※ 캡쳐된 이미지가 이번 시험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 참조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