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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요령 

1 )   항공언어 전문가 등급(ICAO Level 6)은 ICAO Doc. 9835에 의거한 문제 프레임을 활용하여 6등급 전문 시험관(Examiner or 

Interlocutor)에 의해 진행됨.

1 시험 개요

국제항공사회에서 영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특히 항공기 운항 특성상 지상과 공중 간의 

교신(radiotelephony communication)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언어 소통능력 저하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도입(’03.3월)하고, 각 체약국에서 이행하도록 ICAO 국제

기준(Annex 1)에 규정하여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

명제도 이행을 위해 ’05.11월에 항공법을 개정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고

시) 제정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평가시스템 및 기준을 마련하여 ’06.10월부

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

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

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16년에는 그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

기 위해 항공영어시험·평가(EPTA;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이해관계자(조종사, 관제사, 시험시행사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항공

영어시험·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험문제는 직무(항공교신) 위주로 구성하고,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통합 평가

- 등급별(6등급 및 5등급 이하) 시험·평가를 구별하여 운영1)

-   6등급은 현행과 같이 인터뷰 시험방식으로 하고, 5등급 이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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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로운 EPTA는 ICAO에서 규정한 언어능력 권고사항(LPRs) 및 지침(ICAO DOC 

9835)을 반영함은 물론,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사 간 원활하고 

성공적인 언어소통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보다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

속 노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언어(영어) 능력 등급제도 적용대상

필수적용대상 비행기조종사, 회전익조종사, 항법사, 항공교통 관제사, 비행정보요원

선택적용대상 항공기관사, 활공기조종사, 비행선조종사

영어능력 등급 및 재평가 

ICAO 언어(영어)능력 등급의 평가 기준(Doc 9835 2nd ed. Annex 1, 1.2.9.7)에 따라서 다음

과 같이 적용됩니다.

6등급

영구 인정

5등급

매 6년마다 재평가

4등급

매 3년마다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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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구성

EPTA(5등급 이하)는 CBT 기반으로 진행되며, 응시자의 듣기와 말하기 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Listening과 Speaking 영역의 구분 없는 통합 시험으로 ICAO Rating 

Scale에 의거하여 응시자의 Language Proficiency 등급이 측정됩니다. 

-     본 시험은 화상 또는 음성을 통한 인터뷰어의 개입없이 100% 프롬프트(상황안내문/지시문) 내장형 

CBT 방식으로 응시자는 컴퓨터에 내장된 문제 프롬프트에 따라 구두로 응답한 수행능력을 평가 

받습니다. 

-   시험 분야는 조종과 관제(비행장·접근관제·지역관제)로 구분 됩니다.

운항등급(5등급 이하) 시험문제 포맷

시험문제는 2개 파트, 5개 개별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파트 1은 단일 응대 문제 유형이고, 

파트 2는 교신 상황 문맥에서 롤플레이 방식으로 연속 응대하는 유형입니다. 롤플레이는 2개

의 태스크로 구성되며, 두 가지 모두 수행한 내용에 대한 후속 질문이 따릅니다.

Section Type Task Outline 문항수 문항당 응답시간

Part 1

Task A
교신전송 : Readback/ Hearback 

(Sound recognition, Alphanumeric information, etc.)
4 20초

Task B
짧은 교신문맥 청해 및 응대 

(Checking, Clarifying, Confirming, Informing)
6 20초

Part 2

Task A
복합 상황 롤 플레이 및 후속 질문 : Role-play & Follow-up 

(Normal & Abnormal situations)
8~12

롤 플레이 : 30초

후속질문 : 90초

Task B
단일(비정상/비상)상황 롤 플레이 : 

Extended Role-play(Abnormal/ Urgent/ Emergency related 
specific single incident)

7~12 30초

Task C 교신 수행(Task B) 관련 의견교환 : Reporting 2 90초

비고) 총 문항(평가)수 : 29~33문항 내외

모든 문항에 대해 1회에 한해 다시 듣기(say again) 기능 허용

평균 소요 시간 : 약 35~50분 내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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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어민/준원어민 등급(6등급) 시험문제 구성

Section Type Task Outline 시간

Part 1
Warming-up Introducing 1-2분

Task A RT Role-Play(Voice Only) 3-5분

Task B Actual RT Listening & Briefing 2-3분

Part 1
Task A Picture Description 2-3분

Task B Explaining & Controlled Discussion 3-4분

Task C Stating an Opinion 3-5분

-   각 태스크별 시간제한은 면접관/시험관의 주제 변경 및 발화 개입정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단, 응시자에 의한 시간 연장은 제한 됨

*   원어민 수준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6등급 시험은 응시 당시 5등급을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가능하며, 시험의 

난이도 유지 및 보안문제로 별도의 시험에 대한 샘플 안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급 산정 기준

EPTA등급 산정 기준은 국제 운항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관제사, 무선 통신사에 대한 ICAO 

언어 능력 평가 기준인 6개 영역의 Rating Scale과 Holistic Approach에 의거합니다. 최종 

등급 판정은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결정됩니다(ICAO DOC 9835 2nd ed. 4.5.11).

EPTA의 각 태스크는 상기 등급 산정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었고, 태스크 간 수행 능력의 변

EPTA Weighting Framework(태스크 별 가중치(%))

Task Percentage (%) Maximum Raw Score*

Part 1
Task A 10% 4

Task B 20% 5

Part 2
Task A 20% 5

Task B 30% 5

Task C 20% 5

Total 100% -

비고)   각 태스크 별, ICAO 6개 평가 영역에 대해 1~5등급으로 평가된 원점수(raw score)에 대해 가중치(%) 적용 

* 원점수(raw score) 간 가중치는 태스크별 최대치에서 대략 5% 편차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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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가늠하기 위해 가중치(Weighting)가 백분율로 산정됩니다. 응시자는 6개 영역별 총점

(%)으로 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ICAO Rating Scale에 근거하여 6개 영역(Pronunciation, Structure, Vocabulary, 

Comprehension, Fluency, Interaction)에 대한 모든 태스크의 총 수행 점수(가중치)가 해당 영

역의 최종 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장구조(Structure) 영역에서 Part 1 Task A : 4(10%), 

Task B : 5(20%), Part 2 Task A : 4(15%), Task B : 4(25%), Task C : 3(10%)일 경우, 총점(%)

은 80(%)가 되어 문장구조(Structure) 영역은 등급 4가 됩니다. 단, ICAO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의 등급이 최종 EPTA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EPTA 최종 등급 환산표

Level 1 2 3 4 5

총점(100%) 35% 미만 35~60%미만 60~75%미만 75~90%미만 90~100%

EPTA 등급 평가 방법 및 평가자

응시 후 평가 : 응시자의 수행능력(응답 녹취) 데이터에 대해 자격을 갖춘 2인의 평가자(항

공전문가 1인, 언어전문가 1인)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두 명의 평가

자의 결과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제3의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여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 평가 영역별 등급평가 기준(ICAO 6 Rating Scale & Descriptor에 근거)

발음(Pronunciation)

등급 능   력

6 발음, 강세, 리듬과 억양이 모국어 또는 지역적 영향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나 이해하는 데 문제 없음

5 발음, 강세, 리듬과 억양이 모국어 또는 지역적 영향을 받지만 이해하는데 거의 방해 받지 않음

4 발음, 강세, 리듬과 억양이 모국어 또는 지역적 영향을 받아 간혹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음

3 발음, 강세, 리듬과 억양이 모국어 또는 지역적 영향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2 발음, 강세, 리듬과 억양이 모국어 또는 지역적 영향이 심하게 드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1 기초보다 낮은 레벨 수준



7  

1. 항
공

영
어

구
술

능
력

시
험

 요
령

 

문장구조(Structure)

등급 능력

6 기본 및 복합 문장구조 형태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잘 구사되고 문장패턴이 지속적으로 잘 조절됨

5
기본적인 문법 구조와 문장형태를 지속적으로 잘 구사함. 복잡한 문장구조를 사용할 경우, 간혹 의미 

전달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음 

4
기본적 문법 구조와 문장 형태가 전반적으로 잘 구사되나, 간혹 독창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지만, 의미 전달이 방해될 정도는 아님

3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본적 문법 구조와 문장의 형태가 일정하게 구사되지는 못함. 문법적 에러로 

인해 의미 전달 장애가 발생함

2 단순 암기된 문법구조와 문장형태를 제한적으로 구사함

1 기초보다 낮은 레벨 수준

어휘(Vocabulary)

등급 능력

6
풍부한 어휘력과 정확한 구사력으로 다양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사함. 관용어, 뉘앙스가 있는 

감각적인 어휘의 사용이 가능함

5
직무 관련 어휘 사용 범위가 충분하여 대화 시 구사력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임. 어휘 전달력을 위해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기술이 능숙하고, 종종 관념적인 어휘를 사용함

4
직무 관련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어휘 구사력이 대체로 정확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어휘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 종종 ‘바꾸어 말하기’ 기술을 발휘하여 의미전달 가능

3
대체적으로 직무 관련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정확한 어휘가 구사되지만, 사용 어휘가 한정되어 종종 

부자연스럽고, 부족한 어휘에 대해 ‘바꾸어 말하기’ 기술 발휘가 잘 안됨

2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며 단어 자체나 암기된 어구 형태로 구사함

1 기초보다 낮은 레벨 수준

유창성(Fluency)

등급 능력

6
적절한 담론 전개어 및 연결어 사용에 능란하여 장문의 구사력이 발휘되고, 내용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발화의 흐름과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음

5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장문의 구사력 발휘가 용이하고, 적절한 담론 전개어 및 연결어 사용에 문제가 

없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주제에서는 발화의 흐름과 방식의 변화를 주기는 힘듬

4

제한적인 담론 전개어 및 연결어를 사용할 수 있음. 숙달된 문장은 적절한 길이로 구사할 수 있으나 가끔 

즉각적인 응답 시 유창성이 떨어지나, 대화 진행이 방해될 정도는 아님. 무의미한 첨언을 사용하나 의미 

전달에 장애가 되지는 않음

3
장문으로 구사할 수는 있으나, ‘부자연스럽게 반복하여’ 말하거나, 중간 중간 쉬는 곳이 부자연스러움.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주저하기를 반복하여 효과적인 대화가 어렵고 무의미한 첨언 사용이 종종 부자연스러움

2 자주 대화를 멈추고 의미가 부적절하고 암기된 표현을 사용함

1 기초보다 낮은 레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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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Comprehension)

등급 능력

6 언어와 문화의 세밀한 부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문맥을 일괄되게 이해함

5
업무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뿐만이 아니라 언어상, 상황상 복잡한 경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거의 정확하게 이해함. 방언이나 다양한 억양 등을 이해함

4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억양이나 언어 변형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는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복잡한 경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부연설명 필요함

3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억양이나 언어변형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는 대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이외의 복잡한 경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함

2 상대방이 천천히 분명하게 말할 때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음

1 기초보다 낮은 레벨

상호응대(Interaction)

등급 능력

6 거의 모든 상황에서 쉽게 대화할 수 있고, 언어적/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며 적절히 반응함

5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유익하게,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함

4
대체로 즉각적으로 적절하고 유익하게 응대함.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대화를 시도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잘못된 의사소통을 방지할 수 있음

3
친숙한 주제와 예상된 상황에서는 때때로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함.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반응함

2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를 제외하고는 대응이 느리고 적절하지 못함

1 기초보다 낮은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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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의 절차

새롭게 시작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시험은 전 과정이 컴퓨터 기반(CBT :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되는 듣기와 말하기 통합형 시험으로 시험의 진행은 다음의 절차에 따

르며 시행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진행 순서

01 02 03 04 05

사전

지문등록

시험실 내

응시자

정보 확인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응 시

문제음성 듣기, 

문제화면 보기, 응답
퇴실 후 귀가

시험종료

1.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에 도착하면 사전에 지문등록 후 시험장에 입실

2. 응시자 좌석 안내 화면

•  응시자가 본인의 좌석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좌석 번호와 성명, 응시분야 및 과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이 전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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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확인

•  시험장/응시분야/응시과목/수험번호/이름/생년월일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와 응시분야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십시오.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  시험장 내에 들어가면 지문인식 장치가 있고, 등록된 지문 인식 후 시험이 시작됩니다. 

응시자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에게 문의해주세요!

응시번호, 응시자 정보가 접수내역과 다를 경우, 반드시 평가 시작 전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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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량 & 녹음 확인

•  구술시험에 사용될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음량을 적절한 상태로 맞추어 두십시오.

•  음향 및 녹음 테스트를 필수 사항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시험이 끝난 이후 

녹음상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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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국문/영문)

•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화면입니다. 응시자 유의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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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면 구성 및 툴 사용법 설명

•  문항진행 표시, 문항 및 이미지 표현 화면, 남은 시험시간, 돋보기 기능, 리스닝, 녹음, 다음으로 바로가기 

버튼, 비상호출 버튼 등에 대한 사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사용법을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응시에 도움이 됩니다. 

•  (주의사항) Emergency Call은 응급상황(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화면이 재생되 않는 경우 등)에 시험을 

응시자가 멈출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악용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신중한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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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시험이 시작되기 까지 남아있는 

시간동안은 데모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9. TASK A/B 문항 안내 및 지시문

•  PART 1 TASK A/B는 문제를 듣고 즉시 교신 응답을 하는 문항으로 구성됨을 설명하며, 응답시간이 

20초 임을 공지합니다.(디렉션을 읽는 시간 :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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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ART 1 TASK A/B 시험 진행 화면 - 음성듣기

①   TASK A는 4문항, TASK B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진행사항은 왼쪽의 진행화면을 통

해서 알 수 있습니다. 

②   듣기 음성이 진행되는 동안 1번의 Say Again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교신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한 번 듣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기능은 녹음이 시작되면 사용하실 수 없으

므로 “Ping” 신호음 전에 실행하셔야 합니다. 

※   (주의) 총 시험 시간이 5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에서 Say Again을 사용하시면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내 전자패드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시 자유롭게 메모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필기구 사용은 

금지 됩니다.

TASK A
4문항

듣기음성
재생중

듣기음성
재생 중 1회의

Say again 가능

상자를 누르면 
Say again
가능 실행

TASK B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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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RT 1 TASK A/B 시험 진행 화면 – 말하기 및 녹음

①   PART 1 TASK A/B는 듣기 음성이 끝나면 “Ping” 신호음과 함께 20초간의 응답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문항이 요구하는 교신상황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②   답변이 일찍 끝나는 경우 NEXT 버튼을 눌러 다음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20초를 채워서 답변

하신 경우 자동으로 다음문제로 넘어갑니다. 

③   음량이 작거나 녹음이 되지 않는 경우 오른쪽 하단에 경고표시 되니 확인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경고

녹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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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RT 2 TASK A 시험 진행 화면 – 안내 및 지시문

①   PART 2 TASK A의 시험에 대한 일반 사항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②   선택한 역할(Aerodrome Controller, Approach controller, Area controller, Pilot)을 수행하며, 시험화면

상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③   이 태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항의 레이아웃, 레이더 화면, 실제 비행 상황 등을 재현한 그림이 등장

하여 그림의 상황을 이해하고 응답해야 하는 문항들이 포함됩니다. 

④   연속적인 상황이 7∼12 문항으로 전개되며, 문항간의 연계성이 큰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을 NOTE 해 

놓으시면 응답하시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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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ART 2 TASK A 시험 진행 화면 – 이미지 자료(조종/비행장/접근·지역관제)

•  단일 항공기의 비행상황에 대한 자료화면이 등장합니다.

•  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프롬프트와 음성으로 제시해 주며, 문항이 진행되면서 [Initial Situation] 

→ [Situation Update] 전개 됩니다. 

•  비행장관제를 위하여 공항레이아웃과 함께 1~6대 정도의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최초 상황을 프롬

프트와 음성으로 제시해 주며, 상황이 [Initial Situation] → [Situation Update] 되면서 전개 됩니다.  

•  접근관제와 지역관제를 위하여 레이더 화면이 제시됩니다. 접근관제는 터미널 공역의 상황이며, 

지역관제는 항로 및 인접 국가와의 교통상황이 제시됩니다. 1대∼6대까지의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  상황이 [Initial Situation] → [Situation Update] 처럼 발전·변화되면서 전개 됩니다. 

•  그림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지시문의 의도에 맞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  지시문은 음성으로만 제공되기도 하며, 화면에 문자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예 : ☞ Gate B6 in 3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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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ART 2 TASK B/C 시험 진행 화면 – 디렉션 화면

PART 2의 TASK C는 항상 TASK B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ASK B 문항을 진행하시면서  

정보를 메모하여 두셔야 TASK C를 적절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PART 2 TASK B Direction PART 2 TASK C Direction

①   TASK A의 롤 플레이가 종료되면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묻는 질문 및 추가적인 

의견을 요구하는 문항이 1문항 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본인

의 의견을 자유롭게 플레인 영어를 사용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②   본 문항에 대하여는 90초가 주어지나, 별도의 답변 준비시간이 없으므로 시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   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해당 태스크 전체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TASK A를 진행하는 

동안 필기해놓은 정보들은 마지막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 보관하시는 것이 답변에 용이합니다. 

14. PART 2 TASK A 시험 진행 화면 –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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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ART 2 TASK B 시험 진행 화면

•  TASK B는 TASK A와 달리 주어진 이미지 자료를 해석해야 하거나, 이미지 정보제공 없이 순수 음성

에 의존하여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비상 및 비정상 상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

정상 처리에 필요한 교신용어 및 플레인 영어능력이 평가됩니다. 

17. PART 2 TASK C 시험 진행 화면

①   TASK C에서는 2문항이 제시되고, “nature of the incident”와 관련 상황에 대한 “Opinion”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②   TASK B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요약하고,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플레인 영어

의 구사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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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시험이 종료되면, 총 시험시간(50분)이 종료되지 않아도 바로 퇴실할 수 있습니

다. 퇴실 후에는 다시 시험장으로 복귀하실 수 없습니다. 입실 시에 종이나 연필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퇴실 시에도 시험 중 작성한 어떤 메모사항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문제가 기록된 메모 등을 지참하여 나가는 경우 등은 문제유출로 간주

되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2년간 국내 어떤 기관에서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결과

시험 결과는 응시 약 2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결과고시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22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안내서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므

로 공식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자격증명을 갱신하시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증명의 갱신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서는 한

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국토교통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9조(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응시자가 통보된 시혐의 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최초 채점을 수행한 평가위원 중 1인과 해당 채점에 참여

하지 않은 평가위원 1인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   이의 신청 후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시험에 대한 응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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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PTA(5등급 이하) 문제유형 세부사항

※   안내서에 첨부된 샘플 시험세트(조종,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교신 메시지 또는 상황에 대한 청해력이 요구됩니다. 해당 RT(Radiotelephony) 메시지

를 듣고, 교신대화 기법에 맞게 적절히 응대하거나 제시된 정보에 대해 점검, 확인, 또는 명료

화하는 내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2개의 Task로 구성되며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Task A : Readback/Hearback

Question No. 4문항 응답시간 20초

Contents 교신지시 및 리드백 내용을 듣고 즉각적인 응대 능력 

Assessment 문항별 개별 평가, 점수비중 10%

Delivery

지시문을 읽은 뒤, 상대방(Pilot/ATC)의 음성 및 응대/지시 프롬프트가 음성으로만 

들려짐. 주요 정보에 대해 노트 허용

참고 :   full readback 또는 correct readback이라 함은 운항절차/상황에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요소를 모두 포함한 readback을 말함.

(Pilot)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4 ATC instructions. Your callsign will be HL123. Listen 
carefully and make a correct readback for each of them.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 Correct readback= Full readback necessary fo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Listen and Response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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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ler : HL 123, reduce speed 170, information PAPA now current
(Record your full readback)     

Pilot : Speed 170, Information Papa, HL123

2.   Controller :   HL123, Smith Tower, wind is 030 at 9, runway 13, cleared to land, braking action 
reported good by an Airbus 320. There will be a departure from runway 4 prior to 
your arrival, runway 13 RVR at touchdown greater than 5,000, rollout 3,500.

(Record your full readback)    

Pilot : (All copied) Cleared to land runway 13, HL 123

(ATC)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4 Radio transmissions between a controller and a 
pilot. Based on the initial instructions, demonstrate your hearback skills by responding 
accordingly. ‘Say again(=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Approach  control)
Controller : HL123, Turn right heading 240. Intercept Localizer runway 22. 
Pilot : Turning right 140, Intercept localizer runway two two,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Controller : HL123, Negative, I say again, turn right heading 240 to intercept the localizer

(Area control)
Controller : HL123, descend to one four thousand, contact Approach on, one one eight decimal six five
Pilot : Descend to one four thousand, contact Approach on, one one eight decimal five five,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Controller : HL123, I say again, contact Approach on, one one eight decimal six five

(Aerodrome  control)
Controller : HL123, taxi to runway three four, via Bravo, Delta, hold short of runway three zero
Pilot : Roger, taxi to runway three four, via Bravo, Delta, cross runway three zero,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Controller :   HL123, I say again, hold short of runway three zero, please confirm, report crossing 
runway three zero

0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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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 : Checking/Clarifying/Confirming/Informing

Question No. 6문항 응답시간 20초

Contents 플레인 영어가 포함된 프롬프트 또는 교신 상대방의 RT 메시지를 듣고 응대

Assessment 문항별 개별 평가, 점수비중 20%

Delivery
지시문을 읽은 뒤, 운항/관제 상황과 상대방(Pilot/ATC)의 음성 및 응대/지시용 프롬프트가 

음성으로만 들려짐. 주요 정보에 대해 노트 허용

(Pilot)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6 audio clips, which consist of short situational prompts. 
Respond to each of them using mainly Standard Phraseology if possible. If not, you may use 
plain English to help clarify your respon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r 
callsign is HL123.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You have just taken off, but during the climb out and you lost thrust in engine number 2 because of 
a bird strike. You decide to turn back. Ask for ILS approach runway 18. Now ATC contacts you.             

Controller : HL123, are you returning? Report your status. 

(Record your response) 

Pilot :   Control, we lost thrust in engine number 2 due to a bird strike. Turning back, request ILS 
approach runway 18

(AREA Con trol)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6 audio clips, which consist of short situational prompts. 
Respond to each of them using mainly Standard Phraseology if possible. If not, you may use 
plain English to help clarify your respon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0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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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just instructed HL123, to turn left to heading zero seven zero, due to traffic and informed 
them to expect the new heading for the next fifteen miles. Listen and give them clarification.

Pilot :  Roger, left turn to heading zero seven zero, for the next fifteen minutes,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Controller : HL123, I say again, expect that heading for next one five miles

(Aerodrome)_지시문(ATIS)/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Listen to your airport's current ATIS report and respond to the pilot giving the information they request. 

Airport Information Foxtrot. One four five zero UTC. Wind three zero zero at one five. Visibility 
niner kilometers. Few clouds four thousand, eight thousand scattered, ceiling one five thousand 
broken. Temperature one three, dew point zero one. QNH one zero zero seven hectopascals. 
Landing runway two eight left, departure runway two eight right. Advise on initial contact you have 
information Foxtrot.   

Pilot :   Tower, HL123, the ATIS report cutout while we were listening, what is the dew point and 
departure runway?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Controller : HL123, dew point zero one and departure runway two eight right

03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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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는 3개의 Task로 구성됩니다. 교신 상황으로 연출된 롤 플레이를 통해 상대방 (Pilot/

ATC)과 표준 교신용어 또는 필요시 플레인 영어를 사용하여 응대하게 됩니다. Part 2의 롤 플

레이는 교신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응시자의 응답(turn-taking)의 횟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

니다. 평균 적게는 7~8회 많게는 12~14회까지 이어집니다. 평가는 ICAO 6개 평가척도에 따

라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터뷰어의 개입이 전혀 없이 화면에 제시되는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이루어진 프롬프트에 따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포맷의 

제한성으로 인해 인위적인 상황 설정 또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응시자는 운항 지식 문

제가 아닌 언어평가를 위한 RT Context로 이해하고 지시에 따라 응답하셔야 합니다.

Task A : Role-Play & Follow-up

Question No. 7~12문항 & Follow up 1문항 응답시간 30초, Follow-up 90초

Contents 비행/관제 단계가 최소 3개 이상 복합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관제사 또는 조종사로서 롤 플레이

Assessment Task 전체 수행력 평가, 점수비중 20%

Delivery
지시문을 읽은 뒤, 상황 및 상대방(Pilot/ATC)의 음성과 응대 지시용 프롬프트(음성/텍스트/

이미지)가 제시되며 표준 교신용어 사용 및 간략한 플레인 영어 응대력이 요구됨. Follow-up 

질의는 플레인 영어로 응답. 주요 정보에 대해 노트 허용

(Pilot)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In Part 2 Task A, you will be going through a couple of flight situations Follow 
the prompts for providing your response, which you will either hear or see on the screen, or 
the both.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r callsign is HL123.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30 seconds or less

Flight Paths :   In this scenario, you′ll be the pilot flying HL123, which goes through 3 flight stages : 
Approach, Landing and Taxiing.

Initial Situation :   You are inbound and getting closer to your destination. There may be a slight 
change or altercation to your flight plan.

Radiotelephony Context Role-play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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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 PROMPT/INSTRUCTION ☞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Center : HL123, Center, descend and maintain FL150, contact Approach, 124.75

Pilot : Descend and maintain FL150, contact approach, one two four decimal seven five, HL 123

CUE PROMPT/INSTRUCTION
☞ Contact approach and report your position.

Pilot : Approach, HL123, leaving FL230 for FL150

(유의사항) 상황이 이전 상황과 달라질 경우, “Situation Update” 프롬프트가 

화면에 음성과 함께 제시되며, 응시자는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응대할 

것이 요구됨.

Situation Update :   You have been cleared for and are now 
inbound on the ILS 33R Approach. There 
may be a slight change or altercation to your 
flight plan. 

CUE PROMPT/INSTRUCTION
☞ Listen to the Tower and respond accordingly.

Tower : HL 123, Cleared to land runway three three left

Pilot :   Tower, we were cleared for the ILS runway 33 right approach 
and are lined up for runway three three right, HL 123 

After finishing Task A Role play, you will be asked one or two follow-up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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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_지시문/프롬프트/샘플응답-스크립트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3 to 5 different aircraft as an Approach or a 
Departure controller. Please follow the prompts that will appear on your screen. These 
prompts are guides on how to handle the traffic flow you see on the simplified radar 
screen, which may change progressively. The waypoints in use are fictionalized for testing 
purposes. You have 15 seconds to examine the first radar screen provided.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30 seconds or less

Departure Prompt :  You′ll be contacted by a pilot on the 
radar.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Delta 7684 : Departure, Delta 7684, passing five 
thousand climbing to Flight Level one eight zero

CUE PROMPT/INSTRUCTION
☞          Give instructions.(Direct TOPIK, Pass at or above, 12,000) 

ATC :   Delta 7684, (radar contact) cleared direct to TOPIK, 
cross TOPIK at or above one two thousand

Approach Prompt : There is now proper spacing. You 
are about to give Cathay 434 direct routing and descent 
instructions, when you notice they’re deviating to the 
left-hand side.

CUE PROMPT/INSTRUCTION
☞   Contact Cathay Pacific 434 to inquire about the 

situation. 

ATC :   Cathay Pacific 434, Approach, Advise your status.  
(I see you are deviating from the route…)

After finishing Task A Role play, you will be asked one or two follow-up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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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예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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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drome Control)_지시문/프롬프트/샘플응답-스크립트

Prompt :   While taxiing, the Airbus 330 experiences a problem 
and has reported they will have to stop on taxiway 
Mike due to the problem.

CUE PROMPT/INSTRUCTION
☞   Contact Emirates 7221, inform them of the situation and 

offer them alternative taxi instructions. Use the airport 
diagram for your instructions. 

ATC :   Emirates 7221, the Airbus 330 ahead of you is having 
some problems and can't move. Taxi via Mike 8, then 
November, Sierra

(Aerodrome)_Follow-up 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Task A : Role-Play Follow-up question (90 seconds to respond)

You have just finished Task A, as an air traffic controller. 

In this situation, what happened with Emirates 7221 and what was the solution. 

In your own experiences, how often does this happen and how can it possibly change your traffic 
sequencing?

Sample response :  Emirates 7221 was instructed to follow an Airbus 330 to runway 34, but shortly 
after starting to follow them, the Airbus 330 had a problem and had to stop on taxiway Mike. 
(So/ Then) I informed Emirates 7221 of the problem and gave them alternate taxi instructions to 
runway 34.

I think … / In my own experiences… 

Tips  응답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개인적 의견 또는 경험을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 후자(의견/경험)에서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면, 앞 부분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진술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발생 사안의 원인 및 대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리함. 혹시 앞의 롤

플레이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도 후속 질문에서 ‘이해도’가 재확인 될 경우, 평가 포인트가 만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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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 : Role-Play, Abnormal/Emergency Related

 

Question No. 7~12문항 응답시간 30초

Contents
single incident/accident에서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의 처리에 관한 교신문맥으로 

구성된 ‘심화’ 롤 플레이

Assessment Task 전체 수행력 평가, 점수비중 30%

Delivery

지시문을 읽은 뒤, 상황 및 상대방(Pilot/ATC)의 음성과 응대 지시용 프롬프트 

(음성/텍스트)가 제시됨. 주요 정보에 대해 노트 허용됨.

*   본 태스크는 이어질 Task C의 리포팅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롤 플레이 수행 

시 주요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응답에 도움이 됨.

(Pilot)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an ATC and Operation(Air traffic controller or 
Ground crew) based on short situational prompts. Follow the prompts and respond as 
necessary. Assume you can accept all the instructions, unless being specified otherwi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r callsign is HL123.

* Response time for each turn-taking : 30 seconds or less

1. Initial Situation
You are the pilot of HL123 and are currently holding on runway one four. 

The Tower controller contacts you.
ATC :  HL123, Tower, wind one zero zero at one one, runway one four, cleared for takeoff 
CUE PROMPT/INSTRUCTION
☞   Respond and give a full readback
Pilot : Runway one four, cleared for takeoff, HL123

2. Continued
CUE PROMPT/INSTRUCTION ☞   The Tower controller suddenly contacts you.
ATC : HL123, stop, stop, stop, abort takeoff
CUE PROMPT/INSTRUCTION ☞   Respond accordingly.
Pilot : Aborting takeoff, HL123
(참고사항)   초기 상황설정(Initial Situation)에서 달리 전개되면 Task A와 마찬가지로 “Situation Update” 상황

안내 프롬프트가 화면에 텍스트와 음성으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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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tuation Update
You have now vacated the runway and have an indication that one of your brakes is overheating. 

CUE PROMPT/INSTRUCTION ☞   Contact the controller, inform them and ask for any problems 
visible from the Tower

Pilot :   Tower, we are getting an indication that one of our brakes is overheating, can you see 
anything? HL123

Task C : (Task B, Role-Play) Reporting

Question No. 2문항 응답시간 90초

Contents
앞의 Task B(비정상/비상 상황) 롤 플레이 수행 내용에 대한 리포팅(상황 설명 및 의견 

제시). 교신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해력) 및 플레인 영어를 사용한 의사 표현력 요구

Assessment Task 전체 수행력 평가, 점수비중 20%

Delivery
지시문을   읽은 뒤, 이전 롤 플레이 상황(Task B)에서 상대방(Pilot or ATC)의 음성만 다시 

들려주고, 질문 프롬프트가 음성 및 텍스트로 제시됨. 주요 정보 노트 허용됨.

(Pilot)_지시문/질문-샘플응답 스크립트

Directions : You have just finished Part 2 Task B. Now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ATC’s 
radiotelephony messages to better recall the events. Afterwards, you will be asked two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 You will have 1 to 2 minutes for each question.

CUE PROMPT/INSTRUCTION ☞   Now listen to controller’s radiotelephony messages

ATC : HL123, Tower, wind one zero zero at one one, runway one four, cleared for takeoff 

ATC : HL123, stop, stop, stop, abort takeoff

ATC : HL123, vacate via Alpha three and hold short of Charlie 

ATC :   HL123, sorry about that we had another aircraft get confused and take off from the 
intersecting runway

ATC :   HL123, there appears to be some smoke coming from your main landing gear, say your 
intentions.

ATC :   HL123, roger, fire trucks are on there way. Have any passengers been injured? Will you need 
an a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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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 PROMPT/INSTRUCTION ☞   Now answer the questions.

Q1. 
What happened to your aircraft (HL123)? Explain the nature of the incident.    

Sample response :  In the situation we had received take-off clearance and were holding short 
of the runway when the ATC suddenly had us abort because another aircraft mistakenly took-off 
from the intersecting runway without proper clearance. Then, after we had vacated the runway 
there was an indication of our brakes over-heating to which I requested visual confirmation. Tower 
confirmed seeing smoke coming off the brakes and because of this firetrucks and an ambulance 
had to be sent to the aircraft.

Q2. 
How do you think the incident was handled by the air traffic controller? Do you feel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differently? Make a comment from a pilot’s point of view.

   Sample response : I feel that after giving us take-off clearance, if the tower controller knew there 
was other traffic in the area, which was about to take-off, he or she should have been more cautious 
and maybe even shouldn’t have given us clearance to begin with until it was safe.

Tips  응답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기반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두 번째 질문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응시자의 평가 또는 관점까지 피력하는 것이 요구됨. 두 번째 응답을 통해 응시자는 언어 사용 스킬이 

Operational(Level 4) 이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만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리함.

* 동일한 질문에 대해 비슷한 관점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사례:

I feel that after giving us take-off clearance, if the tower controller knew there was other traffic 
in the area that was about to take-off, there should have been more communication from the 
controller to make sure that there was no confusion amongst any of the aircraft. As a pilot I 
believe this is one of the major responsibilities of ATC, and if he or she had been more aware of 
the traffic situation we could have avoided the whole incident.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조종사용 샘플세트

EPTA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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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제공되는 샘플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본 샘플 문항을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화면구성으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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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조종사용 샘플세트

TASK A. Readback and HearbackPart Ⅰ

Script & Sample Answer

Q1 ATC :   HL 123, taxi to runway three four left, via Bravo, Tango, Charlie, hold short of runway 
three four left.

(Record your full readback)        (Ping)

Pilot :   Taxi to runway three four left, via Bravo, Tango, Charlie, hold short of runway three 
four left, HL123.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4 ATC instructions. Your callsign will be HL123. 
Listen carefully and make a correct readback for each of them.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Correct / Full readback : necessary fo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구      성 4문항 / 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기본적인 교신 능력 평가로 ATC의 지시사항에 맞게 표준교신용어로 readback

진      행 관제사 지시 → 응답녹음

평 가 항 목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능력 평가 

•정확한 표준 교신용어의 사용 여부

•관제 지시 후 교신 응대의 즉시성 여부

유 의 사 항

•올바른 readback : 운항절차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한 readback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지시사항을 전체 readback 해도 감점되지 않음
( *     언어평가 목적이므로, 너무 짧은 readback 시, 발음/억양/속도 등을 표준에 

맞게 하는 것이 평가자의 이해가 용이 할 수 있음)

시험장 내 마련된 전자패드를 통해 메모 가능 / 문항당 1회의 Say again 기능 사용 가능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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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 Checking, Clarifying, Confirming, InformingPart Ⅰ

Q4

Q3

Q2 ATC :   HL123, climb and maintain Flight Level  three five zero, expedite climb until passing 
Flight Level  two eight zero.

(Record your full readback)        (Ping)

Pilot  :   Climb and maintain Flight Level  three five zero, expedite climb until passing Flight 
Level  two eight zero, HL123.

ATC  :  HL123, winds two two zero at ten, cleared for takeoff runway two four.

(Record your full readback)        (Ping)

Pilot  : Cleared for takeoff runway two four,  HL123.

ATC :   HL123, Good morning, cleared to Robinson, HULKK three departure, JULIA 
transition, FL380, departure runway 24, squawk 3675.

(Record your full readback)        (Ping)

Pilot  :   Cleared to Robinson, HULKK three departure, JULIA transition, FL380, departure 
runway 24, squawk 3675, HL123.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6 audio clips, which consist of short situational 
prompts. Respond to each of them using mainly Standard Phraseology if possible. If 
not, you may use plain English to help clarify your respon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ly once. Your callsign is HL123.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구 성 6문항 / 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기본적인 교신 능력 평가로 ATC의 지시사항에 맞게 표준교신용어로 readback

진      행 상황정보 제시 → 관제지시 → 응답녹음  

평 가 항 목

•Task B는 상황정보 이해력 및 해당 교신에 대한 적절한 응대력 평가
•처음 들려지는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이어지는 관제 지시에 적절히 응대
•상황정보 및 ATC의 교신에 따라 플레인 영어 사용이 요구될 수 있음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평가
•플레인 영어 사용 시 정확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는지 평가  

유 의 사 항

•표준교신용어 : 요구되는 교신내용에 맞게 표준 교신용어를 사용하여 전달 
•  상황정보(prompt) 음성에는 교신용어가 플레인 영어(발음)로 들려질 수 있음  

이에 대해 응시자는 필요 시 올바른 교신용어(발음)으로 응답해야 함
   (예 : 음성에서 “B6”를 “bi six”라고 발음하더라도, 응시자는 “bravo six” 응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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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Q5

During a climb, you are approaching a fix which requires a frequency change to 
the next air traffic controller. Now ATC contacts you. Acknowledge and respond 
accordingly.

ATC : HL123, when passing FL150 contact Smith control, on 129.1.
(Ping)

Pilot : Roger, when passing FL150, contact Smith control, 129.1, HL123.

You contact departure frequency after takeoff. Now ATC contacts you. Acknowledge 
and respond accordingly.

ATC : HL123, follow JFK 1 departure. Climb via SID.
(Ping)

Pilot : Follow JFK 1 departure, climb via SID, HL123.

You are being radar vectored for the approach. ATC instructs you to turn to heading 
zero niner zero. But you mistakenly turned to a heading which was different than the 
ATC instruction. Now ATC contacts you, respond accordingly.

ATC : HL123, confirm maintaining heading 090?
(Ping)

Pilot : Control, my mistake, we are turning back to heading 090, HL123.

ATC instructed you to maintain speed two one zero until established on the final 
approach course. But you need to reduce the speed by twenty knots, due to a 
performance reason. Say your request to ATC.

ATC : HL123, maintain 210 knots until established on the final.
(Ping)

Pilot : Control, HL123, unable, request to reduce speed to 190 knots due to performance.

You are now lining up on runway one niner and take off clearance was given from 
the tower. While lining up, you saw an aircraft crossing the takeoff runway. Now ATC 
contacts you, respond accordingly.

ATC : HL123, Cleared for takeoff runway 19.
(Ping)

Pilot : Tower, request to cancel takeoff clearance due to traffic on runway 19.
Pilot :   Tower, verify take off clearance? We have an aircraft crossing the runway. We 

will hold short until the traffic is cleared, HL123.

Script & Sample Answer

Q2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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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ATC instructed you to maintain 300 knots for en-route separation. But you are  now 
experiencing turbulence at 300 knots. Now ATC contacts you. Respond accordingly.

ATC : HL123, confirm maintaining 300 knots?

    request reduce speed 280 knots                 (Ping)

Pilot :   Control, unable to maintain 300 knots due to turbulence, request 280 knots 
until out of the turbulence area, HL123.

TASK A. Role-play & Follow-upPart Ⅱ

Directions :  In Part 2 Task A, you will be going through a couple of flight situations of a 
normal passenger flight. Follow the prompts for providing your response, which you 
will either hear or see on the screen, or the both. “Say again (=Repeat)”available once 
only. Your callsign is HL123.
After finishing Task A Role play, you will be asked one or two follow-up questions. You 
will have up to 90 seconds to respond to them.

시험[응답] 요령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Follow up : 90초 

평 가  요 소
정상상황에서 기본 교신능력과 비정상 발생시 상황보고 또는 요구사항 전달 등에 
필요한 언어 구사력(교신용어와 플레인 영어의 복합 사용)

진      행
연속적인 비행 단계 또는 복합적인 상황의 롤 플레이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정보 및 ATC의 교신에 따라 요구되는 플레인 영어 사용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평가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Follow-up)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롤 플레이 전체의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Follow-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보다 우선하여 평가됨

•  롤 플레이 전체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되고,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가 Extended(Level5)로 판정되면, 해당 응시자의 
Task A 수행력은 Level 5으로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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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ituation    You have started your descent into your destination airport and have been 

handed off to Approach Control. There may be a slight change or altercation to your flight plan.  

 (dingdong)

In this scenario, you’ll be the pilot flying HL123, which goes through 3 flight stages : 
Approach, Landing and Taxi.

Flight Paths

(Q1~Q2)

Q1

Q2

☞ Contact Approach Control and report your passing altitude.        (Ping)

Pilot : Approach, HL123, leaving 6,000ft for 3,000ft.  

☞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se and question. Give a full read-back, acknowledge 
positively.   

ATC :   HL123, Approach, altimeter 3033, Quebec now current, what’s your maximum 
forward speed?

    200 knots         (Ping)

Pilot :   Altimeter 3033, we’ve got Quebec and our maximum forward speed is 200 knots, 
HL123.

※ 15초의 그림 학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초 동안 그림에서 제시된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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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   Listen to the controller’s message then request a verification of the waypoint 
you’re cleared direct to, you can’t find it on the approach plate.

    Unsure of the FIX 

Approach :   HL123, clear direct DVETO to intercept the course for RNAV visual, 
maintain maximum forward speed until ASALT, there is a Boeing 757 
behind you.          (Ping)

Pilot :   Can you spell the first fix for us? Can’t seem to find it on the approach plate, 
HL123. 

☞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se, respond implying you have found the fix and 
give a full readback.    

Approach :     It’s the very first fix outside of ASALT, Delta Victor Echo Tango Oscar. 
Nobody seems to find it.        (Ping)

Pilot :   Ok, we now see it on the top left corner, thanks. We are cleared direct DVETO, 
maintain maximum forward speed till ASALT, HL123.

(Q3~Q6)



43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안내서

Q5

Q7

☞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se and give a full readback. 

Approach :    HL123, you are cleared for RNAV visual 13R, contact Tower 118.3.          (Ping)

Pilot :   Cleared, RNAV visual runway 13R approach, contact Tower 118.3, HL123.

☞ Contact Tower Control and report your position and intention.        (Ping)

Pilot :   Tower, HL123, over ASALT at 3,000ft for RNAV visual runway 13R approach.

☞   Listen to Tower and give your full readback, then inquire about the traffic on your 
TCAS screen.

Tower :    HL123, hello, winds 110 at 26 gust 35, cleared to land, runway 13R.          (Ping)

Pilot :   Cleared to land on 13R, are we following anyone? We see an aircraft about two 
- three miles in front of us on our TCAS, HL123. 

Situation Update    You are now over ASALT intersection at 3,000ft.       (dingdong)

Q6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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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Update    You have landed and vacated the runway on Taxiway Victor and 

holding short of taxiway Bravo. The controller may need some additional information. 

 (dingdong)

Q8

Q9

Q10

Q11

☞ Contact Ground and inform them of your current location.           (Ping)

Pilot :   Ground, HL123, vacated runway 13R on Victor holding short of Bravo.

☞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se and notify them Gate B6.

Ground :    HL123, what gate are you going to?        (Ping)

Pilot :   Gate Bravo 6, HL123.

☞ Listen to Ground and respond accordingly.

    Gate B6 in 3 minutes 

Ground :    HL123, any idea when you are going in?         (Ping)

Pilot :   They can accept us at Gate Bravo 6 in 3 minutes, HL123.

Follow-up question:

You have just finished Task A, as the pilot of HL123.  

In this situation, why did you ask ATC for clarification about the waypoint during your 
approach? From your own experiences, how common is it for you to ask for this type of 
clarification? Give an example.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 일부 상황에서는 이미지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잘 듣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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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 Extended Role-play : Single Incident/Emergency RelatedPart Ⅱ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an Air traffic controller or Ground crew based 
on short situational prompts. Follow the prompts and respond as necessary. Assume 
you can accept all the instructions, unless being specified otherwi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ly once. Your callsign is HL123.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3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 Task B의 교신내용이 Task C의 태스크와 연계되므로, 관련 정보의 메모가 필요

Initial Situation     You are the pilot of HL123 and currently holding short of runway two 

five left.        (dingdong)

Q1 ☞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Tower :    HL123, wind calm, runway two five left, cleared for takeoff.          (Ping)

Pilot : Runway two five left, cleared for takeoff, HL123.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평 가 요 소
단일 상황에서 비정상/비상상황에서 문제를 해결과정에서의 상황보고 또는 
의사전달능력 등에 필요한 언어 구사력(플레인 영어의 빈도가 높아짐)

진 행
비정상 또는 비상 상황이 포함된 ‘단일’사건의 롤 플레이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정보 및 ATC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교신용어 또는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평가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플레인 영어 사용 빈도가 다소 높을 수 있고, 응대 내용의 정확도 및 유창도에 따라 

Operational(Level4)과 Extended(Level5) 여부가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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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Update     You have tested the configuration and have been cleared by the 

company to head back in for a landing.          (dingdong)

Q2

Q3

Q4

Q5

Q6

The controller contacts you.
Tower :    HL123, contact departure, good day.   

☞ Declare an emergency and request vectors back to the airport.       (Ping)

Pilot :   Tower, HL123, we are declaring emergency, we need to come back around and 
land / return to the airport. 

Continued…

☞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se. Respond accordingly.
Tower :    HL123, make a left downwind for Runway two five left and contact departure 

please.       (Ping)
Pilot :   Left downwind for two five left and contact departure, HL123. 

You are now on departure frequency and they contact you.
Departure :    HL123, radar contact, say the nature of the emergency.

☞   Respond and state : Having difficulty controlling the aircraft’s yawing, request 
vectors to trouble shoot.       (Ping)

Pilot :   HL123, we are having a little trouble controlling the airplane, we got a yaw problem.

Continued…
Departure :    HL123, say your intentions?

☞   Respond and state approach configuration needs testing. State how you will need 
to do it.      (Ping)

Pilot :   Yes, we are going to need to fly straight and slow down and configure to see 
how the airplane  behaves.

☞ Contact Approach, explain your situation and say your intentions.        (Ping)

Pilot :   Approach, HL123, We’ve finished setting up and are ready for an approach back 
to the airport.

Situation Update     You are now airborne and climbing out.  Suddenly you need to declare 

an emergency. You are having difficulty controlling the aircraft’s Yawing.             (di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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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Q7 Continued…
☞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se. Respond accordingly.

Approach :    HL123, turn right heading 160, maintain 3,000 until established, cleared for ILS 
25L.       (Ping)

Pilot :   Right heading 160, maintain 3,000ft, cleared for ILS runway 25L approach, HL123.

Continued…

☞ The controller contacts you. Respond accordingly.

Approach :    HL123, let me know fuel and souls on board, so I can advise tower. 

    3 hours, 175 SOB (souls on board)            (Ping)

Pilot :   We have 3 hours of fuel and 175 souls on board, HL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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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listen to the controller's radiotelephony messages.   

ATC:    HL123, wind calm, runway two five left, cleared for takeoff. 
ATC:    HL123, contact departure, good day.
ATC: HL123, make a left downwind for Runway two five left and contact departure please.
ATC: HL123, radar contact, say the nature of the emergency.
ATC: HL123, say your intentions.
ATC: HL123, turn right heading 160, maintain 3,000 until established, cleared for ILS 25L.
ATC: HL123, let me know fuel and souls on board, so I can advise tower.

TASK C. Reporting about Task BPart Ⅱ

☞ Now answer the questions.

What happened to your aircraft (HL123)? Explain the nature of the incident.           (Ping)

How do you think the incident was handled by the air traffic controller? Do you feel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differently? Make a comment from a pilot’s point of 
view.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Q1

Q2

Directions :  You have just finished Part 2 Task B. Now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ATC’s radiotelephony messages to better recall the events. Afterwards, you will be 
asked two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 You will have 90 seconds for each question.

시험[응답] 요령

구 성 2문항/ 응대시간 : 90초

평 가 요 소 Task B에서 수행한 롤 플레이 내용에 대한 리포팅(플레인 영어) 능력 

진 행 TASK B의 ATC 교신 내용 다시 듣기 → 질문 → 응답하기 

평 가 항 목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전개의 내용을 묻는 질문(Q1)에 대한 사실전달 능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묻는 질문(Q2)에 대한 의견제시 능력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해력)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Interaction에 대한 설명은 TASK B 참고

•  제공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항목(유창성, 이해력, 어휘, 발음, 문장구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표현

•  경험 사례 또는 관련 지식/보도 등을 활용하여 플레인 영어능력을 최대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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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샘플 문항을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화면구성으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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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Readback and HearbackPart Ⅰ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4 Radio transmissions between a controller and a 
pilot. Based on the initial instructions, demonstrate your hearback skills by responding 
accordingly. ‘Say again(=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Script & Sample Answer

Q1 ATC :   HL123, runway one four in use, current information Tango, call when ready to taxi.
Pilot : We have information Sierra, we will call when ready to taxi,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current information is Tango, confirm you have Tango.

구 성 4문항/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기본적인 교신 능력 평가로 조종사 readback에 대한 hearback 및 응대능력

진 행 관제사 지시 → 조종사 readback → 응답

평 가 항 목

•관제지시 이후 조종사의 readback에 대한 hearback 및 응대의 적절성

•표준교신용어로 해당 readback에 대해 확인, 정정, 정보의 보충 등의 응대 능력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능력 평가 

•정확한 표준 교신용어의 사용 여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적정성

유 의 사 항

•올바른 readback : 운항절차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한 readback 

•관제 현장에서 일부 생략이 허용된 경우 표준용어가 아니더라도 감점되지 않음
   (예) Negative, I say again : Negative (2회 연속 사용); Negative (I say again 생략 등)

시험장 내 마련된 전자패드를 통해 메모 가능 / 문항당 1회의 Say again 기능 사용 가능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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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 Checking, Clarifying, Confirming, InformingPart Ⅰ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6 audio clips, which consist of short situational 
prompts. Respond to each of them using mainly Standard Phraseology if possible. If 
not, you may use plain English to help clarify your respon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ly once. Your callsign is HL123.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Q4

Q3

Q2 ATC :   HL123, taxi to runway three four, via Bravo, Delta, hold short of runway three zero. 
Pilot : Roger, taxi to runway three four, via Bravo, Delta, cross runway three zero,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hold short of runway three zero, please confirm, report 
crossing runway three zero.

ATC : HL123, climb and maintain 4,000 until passing KROBE, then direct ABBOT.
Pilot : Roger, climb and maintain 4,000, then direct ABBOT,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climb and maintain 4,000ft until passing KROBE, then 
direct ABBOT.  

ATC :   HL123, surface wind two one zero at ten knots, QNH one zero zero five 
hectopascals, cleared low approach runway two four left.

Pilot  : Tower, please repeat everything after the QNH your message was cutoff,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you're cleared for low approach runway two four left.

구 성 6문항/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상황정보 이해력, 표준 용어 및 플레인 영어를 사용한 교신 능력

진 행 상황정보 제시 → 조종사 음성 → 응답녹음  

평 가 항 목

•상황정보 이해력 및 해당 교신에 대한 적절한 응대력 평가
•상황정보 및 Pilot의 교신에 따른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평가
•응답은 해당 상황정보와 Pilot의 교신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평가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플레인 영어 사용 시 정확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는지 평가  

유 의 사 항

•표준교신용어 : 요구되는 교신내용에 맞게 표준 교신용어를 사용하여 전달 
•  상황정보(prompt) 음성에는 교신용어가 플레인 영어(발음)로 들려질 수 있음  

이에 대해 응시자는 필요 시 올바른 교신용어(발음)으로 응답해야 함
   (예 : 음성에서 “B6”를 “bi six”라고 발음하더라도, 응시자는 “bravo six” 응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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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Q5

HL123 is now exiting the runway via Juliet. You have instructed them to contact 
Ground on one one eight decimal six as they turn onto taxiway Juliet. Give the pilot 
clarification.          (dingdong)

Pilot : Vacating via Juliet, contact ground on one one eight decimal eight,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contact ground on 118.6.

HL123 is ready for pushback but a Boeing seven four seven is taxiing behind them. 
They will need to wait three minutes. Inform the pilot about the situation.   (dingdong)

Pilot : Tower, HL123, stand forty one, ready for pushback.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expect a three minute delay, a Boeing seven four seven is taxiing behind you.

The current QNH is one zero one five and the active runway is one niner. HL123 has 
just been handed off by approach. Listen to the pilot and instruct them to report a 
right base.         (dingdong)

Pilot :   Tower, HL123, ten miles east of the airport, at 2,500, with information Kilo, 
inbound for landing.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current QNH is 1015, report right base for runway one niner.

HL123 is inbound for runway two two left, but the proceeding traffic blew a tire and is 
stuck on the runway. Inform the pilot of the situation and instruct them to side step to 
runway 22R.          (dingdong)

Pilot :   Tower, HL123, on a 10 mile final, approaching runway two two left.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Do you have runway in sight? Side step to runway 22R due to traffic. Cleared 
to land runway 22R.

The airport maintenance crew is repairing some damaged lights. The airport will be 
closed for about 30 minutes. Inform the pilot that they can either hold or divert.

 (dingdong)

Pilot :   Tower, HL123, on an 8 mile final for runway 14.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be advised the airport will be closed for about 30 minutes, you can hold or 
divert to your alternate, say your intentions.

Script & Sample Answer

Q2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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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Listen to your airport's current ATIS report and respond to the pilot by giving the 
information they request.         (dingdong)

Airport Information Foxtrot. One four five zero UTC. Wind three zero zero at one five. 
Visibility niner kilometers. Few clouds four thousand, eight thousand scattered, ceiling 
one five thousand broken. Temperature one three, dew point zero one. QNH one zero 
zero seven hectopascals. Landing runway two eight left, departure runway two eight 
right. Advise on initial contact you have information Foxtrot.         (dingdong)

Pilot :   Tower, HL123, the ATIS report cutout while we were listening, what is the dew 
point and departure runway?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dew point zero one and departure runway two eigh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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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Role-play & Follow-upPart Ⅱ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3 to 5 different aircraft as a Aerodrome 
controller. Please follow the prompts that will appear on your screen. These are 
guides on how to handle the traffic flow you see on the simplified airport layout, 
which may change progressively. You have 15 seconds to examine the first airport 
layout screen provided.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30 seconds or less

After finishing Task A Role play, you will be asked one or two follow-up questions. You 
will have up to 90 seconds to respond to them.

시험[응답] 요령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Follow up : 90초 

평 가 요 소
정상상황에서 기본 교신능력과 비정상 발생시 상황보고 또는 요구사항 전달 등에 
필요한 언어 구사력(교신용어와 플레인 영어의 복합 사용)

진 행
최소 3대 이상의 항공기를 관제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정보 및 조종사와의 교신상황에 따른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평가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Follow-up)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롤 플레이 전체의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보다 우선하여 평가됨

•  롤 플레이 전체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되고,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가 Extended(Level5)로 판정되면, 해당 응시자의 Task 
A 수행력은 Level 5으로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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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You have an aircraft on the active runway. Use the cue below to initiate the first task.
  (dingdong)

☞   Contact Air Canada 2451 and give instructions.

   Use the airport diagram for your instructions.             (Ping)

ATC :   Air Canada 2451, vacate via November 6.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 and acknowledge by giving alternative instructions. Use the 
airport diagram.

Air Canada 2451 :     Tower, unable to vacate via November 6, we need the full runway, 
due to performance.        (Ping)

ATC :   Air Canada 2451, roger, taxi to the end of the runway vacate via November 8.

(Q1-Q2)

※ 15초의 그림 학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초 동안 그림에서 제시된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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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You have another aircraft that has been holding short of the runway. The pilot contacts you.          
 (dingdong)

Delta 1357 :     Tower, Delta 1357, holding short of runway 34, at Sierra.        (Ping)

☞   Give instructions. 

    line up and wait           (Ping)

ATC :   Delta 1357, runway 34, line up and wait.

Air Canada 2451 is still vacating the runway. You need to inform another pilot.   (dingdong)

☞   Listen to the pilot’s readback and respond accordingly. 

    2 minutes

Delta 1357 :     Roger, line up and wait runway three four, Delta 1357. And tower how 
soon can we takeoff?        (Ping)

ATC :   Delta 1357, it will be about two minutes. (due to traffic vacating the runway / 
traffic is still vacating the runway at this time)

(Q3-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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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Q5 An Airbus 330 is taxiing down taxiway Mike at the moment.          (dingdong)

☞   A Pilot contacts you. 

Emirates 7221 :     Tower, Emirates 7221, at Spot 7 Whiskey, request taxi.

☞   Inform the pilot to follow the traffic passing. 

    right side / runway 34          (Ping)

ATC :   Emirates 7221, follow the Airbus 330, on your right side, on taxiway Mike, to 
Runway 34 via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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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Q6 The traffic has now vacated the runway.          (dingdong)

☞   Contact Delta 1357, give clearance and information. 

    takeoff / winds 140 at 8            (Ping)

ATC :   Delta 1357, winds one four zero at eight, runway three four cleared for tak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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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Q7 While Air Canada 2451 is holding short and waiting to taxi to the ramp, a maintenance 
vehicle is passing through. The pilot contacts you.         (dingdong)

Air Canada 2451 :     Air Canada 2451, holding short of Mike, request taxi to the ramp.

☞   Explain the delay due to maintenance. 

    10 minutes            (Ping)

ATC :   Air Canada 2451, continue holding short of Mike for about ten minutes, there is 
a maintenance vehicle passing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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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Q8 Delta 1357 is now airborne.         (dingdong)

☞   Contact them and hand them off to departure. 

    121.4               (Ping)

ATC :   Delta 1357, contact departure, one two one decimal four,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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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Q9 While taxiing, the Airbus 330 experiences a problem and has reported they will have to 
stop on taxiway Mike due to the problem.         (dingdong)

☞   Contact Emirates 7221, inform them of the situation and offer them alternative 
taxi instructions.

   Use the airport diagram for your instructions.                (Ping)

ATC :   Emirates 7221, the Airbus 330 ahead of you is having some problems and 
can't move. Taxi via Mike 8, then November, Si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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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Follow-up question:

You have just finished Task A, as an Air Traffic Controller.  

In this situation, what happened with Emirates 7221 and what was the solution?
In your own experiences, how often does this happen and how can it possibly change 
your traffic sequencing?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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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 Extended Role-play : Single Incident/Emergency RelatedPart Ⅱ

Initial Situation     HL123 is holding short of runway 15R and will experience an 

unexpected problem while holding short.       (dingdong)

Q1

Q2

☞ Contact the pilot and ask them if they are ready to line up and wait.         (Ping)

ATC :   HL123, are you ready for departure, runway 15R? Advise when ready. 
(Confirm are you ready for lineup?)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Tower, we would like a few more minutes to run through some checklists.
☞   Respond by acknowledging the pilot's request and instruct them to continue 

holding.       (Ping)

ATC :   HL123, Roger, continue holding short of runway 15R, advise when ready.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a single aircraft in an isolated incident. Listen 
to the pilot’s messages and respond as necessary. Assume you can allow for all the 
requests, unless being specified otherwise. “Say again (=Repeat)”available once only.

* Response time for each turn-taking : 3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 Task B의 교신내용이 Task C의 태스크와 연계되므로, 관련 정보의 메모가 필요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평 가 요 소 비정상/비상상황에서의 관제지시, 조종사 의도 파악 및 정보전달에 필요한 언어 능력

진 행
비정상 또는 비상 상황이 포함된 ‘단일’항공기 관제 상황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전개 및 교신 내용에 따라 교신용어 또는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 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플레인 영어 사용 빈도가 다소 높을 수 있고, 응대 내용의 정확도 및 유창도에 
따라 Operational(Level4)과 Extended(Level5) 여부가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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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Update      While HL123 is holding short, you instruct another aircraft to takeoff 

from the Runway 15R to help continue the flow of traffic.          (dingdong)

Soon after the other aircraft takes off from runway 15R the pilot of HL123 contacts you.      

Q3

Q4

Q5

Q6

Q7

Pilot :    Tower, HL123, holding short of runway 15R and our aircraft just received some 
damage, we would like to return to the gate.

☞   Respond to the pilot and ask if they can taxi on their own.      (Ping)

ATC :   HL123, roger, are you able to taxi via your own power or do you need a tow?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Tower, we can taxi under our own power, HL123.
☞   Respond giving them taxi instructions. 

    Left on runway 15R and vacate via C2            (Ping)

ATC :   HL123, ok, turn left onto runway 15R, taxi down on runway 15R and vacate via 
Charlie 2.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Left on Runway 15R, vacate via Charlie 2.
☞   Now contact the pilot and inquire more about the unexpected situation. 

    Ask for the cause and the damage                (Ping)

ATC :   HL123, can you state the nature of the damage and how it happen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Tower, while we were running through our checklists the departing traffic kicked 

up debris from the runway and it broke some of our cockpit windows, HL123. 
☞   Respond, acknowledge and ask for clarification that the pilots are able to see 

and still taxi on their own.            (Ping)

ATC :   HL123, roger, are you able to see outside and still taxi on your own?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Tower, we are able to see out of our front windshield, but we can't see out of 

our left cockpit windows, HL123. 
☞   Respond instructing the pilot to hold on Charlie 2 and state a guide car will be 

sent as a precaution.  

    follow me service / guide car             (Ping)

ATC :   HL123, roger, hold on Charlie 2 after vacating and we are going to send a (follow me/ 
guide car) just as a precaution, since you do not have full visibility from the cock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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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Now listen to the Pilot’s radiotelephony messages.   

Pilot : Tower, we would like a few more minutes to run through some check lists.
Pilot :   Tower, HL123, holding short of runway 15R and our aircraft just received some 

damage, we would like to return to the gate.
Pilot : Tower, we can taxi under our own power, HL123.
Pilot : Left on Runway 15R, vacate via Charlie 2.
Pilot :   Tower, while we were running through our checklists the departing traffic kicked up 

debris from the runway and it broke some of our cockpit windows, HL123.
Pilot :   Tower, we are able to see out of our front windshield, but we can't see out of our 

left cockpit windows, HL123.

☞ Now answer the questions.

What happened to HL123? Explain the nature of the incident.           (Ping)

How do you think you handled the situation? Do you feel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differently? Make a comment from a controller’s point of view.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TASK C. Reporting about Task BPart Ⅱ

Directions :  You have just finished Part 2 Task B. Now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pilot’s 
radiotelephony messages to better recall the events. Then you will be asked two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 You will have 90 seconds for each question.

시험[응답] 요령

Q1

Q2

구 성 2문항 / 응대시간 : 90초

평 가 요 소 Task B에서 수행한 롤 플레이 내용에 대한 리포팅(플레인 영어) 능력 

진 행 TASK B의 조종사 교신 내용 다시 듣기 → 질문 → 응답하기 

평 가 항 목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전개의 내용을 묻는 질문(Q1)에 대한 사실전달 능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묻는 질문(Q2)에 대한 의견제시 능력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해력)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Interaction에 대한 설명은 TASK B 참고

•  제공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항목(유창성, 이해력, 어휘, 발음, 문장구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표현

•  경험 사례 또는 관련 지식/보도 등을 활용하여 플레인 영어능력을 최대로 발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접근 관제 샘플세트

EPTA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안내서

04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제공되는 샘플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본 샘플 문항을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화면구성으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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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Readback and HearbackPart Ⅰ

Script & Sample Answer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4 Radio transmissions between a controller and a 
pilot. Based on the initial instructions, demonstrate your hearback skills by responding 
accordingly. ‘Say again(=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Q1 ATC :   HL123, turn left heading three four zero, intercept the localizer, report when 
established, cleared ILS runway zero one approach. 

Pilot :    Turn left heading three one zero, report established, cleared ILS runway zero one 
approach,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turn left heading 340, heading 340, to intercept the 
localizer.

구      성 4문항 / 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기본적인 교신 능력 평가로 조종사 readback에 대한 hearback 및 응대능력

진      행 관제사 지시 → 조종사 readback → 응답

평 가 항 목

•관제지시 이후 조종사의 readback에 대한 hearback 및 응대의 적절성
•표준교신용어로 해당 readback에 대해 확인, 정정, 정보의 보충 등의 응대 능력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능력 평가 
•정확한 표준 교신용어의 사용 여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적정성

유 의 사 항

•올바른 readback : 운항절차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한 readback 

•관제 현장에서 일부 생략이 허용된 경우 표준용어가 아니더라도 감점되지 않음
   (예) Negative, I say again : Negative (2회 연속 사용); Negative (I say again 생략 등)

시험장 내 마련된 전자패드를 통해 메모 가능 / 문항당 1회의 Say again 기능 사용 가능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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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Q3

Q2 ATC :   HL123, cleared direct, MINTY, climb and maintain 8,000. 
Pilot :    Cleared direct MINTY, climb and maintain 7,000,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MINTY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climb and maintain 8,000, 8,000ft.

ATC :   HL123, be advised, you are flying towards a restricted area, turn left three zero degrees. 
Pilot :    Roger, left turn, heading three zero zero,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turn left three zero degrees, you are about to enter a 
restricted area.

ATC :   HL123, descend to niner thousand, reduce speed to one eight zero, due to separation. 
Pilot :    Descending to, niner thousand, now,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speed one eight zero, I say again, reduce speed to one eight zero, due to 
separation.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6 audio clips, which consist of short situational 
prompts. Respond to each of them using mainly Standard Phraseology if possible. If 
not, you may use plain English to help clarify your response.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Part Ⅰ TASK B. Checking, Clarifying, Confirming, Informing

구 성 6문항 / 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상황정보 이해력, 표준 용어 및 플레인 영어를 사용한 교신 능력

진 행 상황정보 제시 → 조종사 음성 → 응답녹음  

평 가 항 목

•상황정보 이해력 및 해당 교신에 대한 적절한 응대력 평가
•상황정보 및 Pilot의 교신에 따른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평가
•응답은 해당 상황정보와 Pilot의 교신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평가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플레인 영어 사용 시 정확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는지 평가  

유 의 사 항

•표준교신용어 : 요구되는 교신내용에 맞게 표준 교신용어를 사용하여 전달 
•  상황정보(prompt) 음성에는 교신용어가 플레인 영어(발음)로 들려질 수 있음  

이에 대해 응시자는 필요 시 올바른 교신용어(발음)으로 응답해야 함
   (예 : 음성에서 “B6”를 “bi six”라고 발음하더라도, 응시자는 “bravo six” 응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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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HL123 has reported their position to you while climbing out, you gave them 
instructions to maintain 8,000, until DIRTE, due to traffic. Listen to their read-back and 
respond accordingly.           (dingdong)

Pilot : Climb and maintain 8,000, after DIRTE,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DIRTE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climb and maintain 8,000 until passing DIRTE due to 
traffic.

You have information of turbulence at one two thousand from previous inbound 
traffic, they said it stopped after waypoint HULLA. Listen to HL123's message, inform 
them and inquire about their intentions.   (dingdong)

Pilot :   Approach, HL123, we are five miles from HULLA, request lower due to weather, 
we are getting continuous chop at one two thousand.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HULLA

ATC :    HL123, roger, previous traffic, (reported that the turbulence stopped after HULLA, 
say your intentions)(roger, descend to 10,000 feet).

You have instructed HL123 to fly direct to ENTAM. Echo November Tango Alpha Mike. 
Listen to the pilot's message and respond accordingly.         (dingdong)

Pilot :   Approach, fly direct ENDAM? Control, we can't find it on our FMS, can you spell 
it out phonetically?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I say again ENTAM, that's Echo November Tango Alpha Mike.

HL123 is inbound and has declared an emergency. You have asked for souls on board 
and fuel remaining. It is also procedure to inquire about the safety of the cargo on 
board. Listen to the pilot's message and inquire appropriately about the cargo.         

 (dingdong)

Pilot :   Approach, we have two niner five souls on board and two hours twenty minutes 
of fuel remaining and we're expecting runway two two.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roger and just confirm you have no dangerous cargo on board?

Q2

Q1

Script & Sampl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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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Q6

You have just been informed by control that an emergency aircraft will be entering 
your airspace. At the moment all you know is there is a violence problem on the 
aircraft. Respond accordingly and inquire about the safety of the cockpit.    (dingdong)

Pilot :   Approach, HL123, with you leaving Flight Level two five zero, for one three 
thousand.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roger and HL123, I understand there is a problem on the aircraft. Is the 
cockpit secure?

Listen to the current ATIS report and respond to the pilot by giving the information 
they request.         (dingdong)

Airport Information November. Zero niner one one UTC. Wind one eight zero 
at five. Visibility seven kilometers. Clouds, few one thousand, ceiling, one zero 
thousand overcast. Temperature one six, dew point one four. QNH one zero two five 
hectopascals. Expect ILS approach runway one four. Advise on initial contact you have 
information November.         (dingdong)

Pilot :   Approach, HL123, the ATIS report cutout while we were listening, what is the 
QNH and current expected approach?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the QNH is 1025 and (expect the ILS approach for runway one four.)(expect 
ILS Runway 14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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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Role-play & Follow-upPart Ⅱ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3 to 5 different aircraft as an approach 
controller. Please follow the prompts that will appear on your screen. These are guides 
on how to handle the traffic flow you see on the simplified approach radar screen, 
which may change progressively. You have 15 seconds to examine the approach radar 
screen provided. 

* Response time for each turn-taking : 30 seconds or less

After finishing Task A Role play, you will be asked one or two follow-up questions. You 
will have up to 90 seconds to respond to them.

시험[응답] 요령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Follow up : 90초 

평 가 요 소
정상상황에서 기본 교신능력과 비정상 발생시 상황보고 또는 요구사항 전달 등에 
필요한 언어 구사력(교신용어와 플레인 영어의 복합 사용)

진 행
최소 3대 이상의 항공기를 관제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정보 및 조종사와의 교신상황에 따른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평가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Follow-up)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롤 플레이 전체의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보다 우선하여 평가됨

•  롤 플레이 전체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되고,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가 Extended(Level5)로 판정되면, 해당 응시자의 Task 
A 수행력은 Level 5으로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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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15초의 그림 학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초 동안 그림에서 제시된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Q1 You’ll be contacted by a pilot on the radar.    (dingdong)

Emirates 72211 :     Approach, Emirates 7221 Heavy, good morning, passing FL180 for 
FL160, direct RACER. 

☞   Respond and give the pilot instructions. 

    RACER P 1 arrival / FL150 / 250 knots            (Ping)

ATC :   Emirates 7221 Heavy, Good morning, radar contact, cleared RACER Papa 1 
Arrival, descend FL150 and reduce speed to 250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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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Q2 Departure  : Another Pilot contacts you.    (dingdong)

Japan Air 93 :     Departure, good morning, Japan Air niner three, passing one thousand 
five hundred, request FL250. 

☞    Respond accordingly and give the pilot instructions. 

    unable / follow JUMPS 2 F Departure             (Ping)

ATC :   Japan Air niner three, good morning, radar contact, unable (due to separation) 
follow JUMPS2 Foxtrot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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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Q4)

Q3

Q4

Approach : Another Pilot contacts you.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dingdong)

EVA 156 :     Approach, EVA 156, passing FL210 for FL180, by WILSA, speed 350. 

    direct EVERT / cross at 6,000 or above / speed 250 knots or less             (Ping)

ATC :   EVA 156, continue direct EVERT, cross EVERT at 6,000ft or above, reduce speed 
to 250 knots or less.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adback and respond accordingly. 

EVA 156 :     Continue direct EVERT, speed 250 or less and Approach say again altitude? 
EVA 156.      (Ping)

ATC :   EVA 156, cross EVERT at or above 6,000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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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Q6)

Q5

Q6

Approach :   Emirates 7221 is now past RACER waypoint, you want to clear them for 
the RNAV 33R Approach.      (dingdong)

☞   Contact the pilot, give them instructions and clearance.      (Ping)

    direct ECHOS / descend 7,000ft / RNAV 33R  

ATC :   Emirates 7221, direct ECHOS, descend to 7,000ft, cleared RNAV 33R approach.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adback and respond accordingly. 

Emirates 7221 :     Direct ECHOS, descend 7,000, cleared RNAV 33L approach, Emirates 
7221.      (Ping)

ATC :   Emirates 7221, negative, I say again, cleared RNAV 33R approach, (33 Romeo) 
(Not 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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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Q7 Approach :   Japan Air 93 is now continuing on the JUMPS 2 Foxtrot Departure. You 
may now clear them to their requested altitude.      (dingdong)

☞   Contact the pilot and give them instructions.             (Ping)

    no restrictions / FL250   

ATC :   Japan Air 93, cancel altitude restrictions, climb to FL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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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Q9~Q10)

Q8 Departure :  Air France 8420 is about to leave your airspace. You want to hand them off.     
 (dingdong)

☞   Contact the pilot and give them instructions.      (Ping)

    Control, 125.37

ATC :   Air France 8420, contact Control, 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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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Q10

Q11

Departure :   You now notice KLM 855, a Boeing 747, is on your radar but has not made 
contact with you. You see a problem with their altitude. The minimum 
vectoring altitude is only 3,300.      (dingdong)

☞   Contact the pilot accordingly and inquire about the problem.             (Ping)

ATC :   KLM 855, low altitude alert, check your altitude immediately, the MVA in your 
area is 3,300ft, is everything ok?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and inquire about their abilities at this time. 

KLM 855 :     Departure, we are aware of our altitude, we just lost two of our engines 
and are struggling to maintain two thousand two hundred, request return 
to the airport immediately, KLM855.

    Inquire about returning to active runway 33L

ATC :   KLM855, are you able to make it back to the active runway? Runway 33 left.

Follow-up question:

You have just finished Task A, as an Air Traffic Controller. 

In this situation, what happened with KLM855 which caused you to question their flight? 
From your own experiences as a controller how often does this type of situation occur 
and how are you trained to deal with it?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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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ituation     HL123 is now departing the airport and will soon be contacting you.     

 (dingdong)

Q1 The pilot contacts you.
Pilot :    Departure, HL123, passing one thousand two hundred climbing to five thousand.
☞   Respond and give the pilot instructions.  

    direct DIXIE / no restrictions / climb FL190       (Ping)

ATC :   HL123, radar contact, proceed direct DIXIE, no altitude restrictions, climb to FL190.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a single aircraft in an isolated incident. Listen 
to the pilot’s messages and respond as necessary. Assume you can allow for all the 
requests, unless being specified otherwi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 Response time for each turn-taking : 3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 Task B의 교신내용이 Task C의 태스크와 연계되므로, 관련 정보의 메모가 필요

TASK B. Extended Role-play : Single Incident/Emergency RelatedPart Ⅱ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평 가 요 소 비정상/비상상황에서의 관제지시, 조종사 의도 파악 및 정보전달에 필요한 언어 능력

진 행
비정상 또는 비상 상황이 포함된 ‘단일’항공기 관제 상황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전개 및 교신 내용에 따라 교신용어 또는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 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플레인 영어 사용 빈도가 다소 높을 수 있고, 응대 내용의 정확도 및 유창도에 
따라 Operational(Level4)과 Extended(Level5) 여부가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82  

4. 항
공

영
어

구
술

능
력

시
험

 접
근

 관
제

 샘
플

세
트

Situation Update      While climbing to their flight level HL123 experiences a problem 

with their aircraft.        (dingdong)

Situation Update      HL123 is now heading back towards their origin airport. You want to 

inquire more about their problem.        (dingdong)

Q2

Q5

Q3

Q4

The pilot contacts you.
Pilot :    Departure, HL123, request to maintain 8,000, we think we have a fuel leak.

☞   Respond approving the request and inquire about intentions.      (Ping)

ATC :   HL123, maintain eight thousand and say your intentions.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Departure, we would like to divert to the nearest suitable airport, HL123.
☞   Respond and ask the pilot if it's an emergency and also if they have enough fuel. 

    departure airport / 25 miles south            (Ping)

ATC :   HL123, are you declaring an emergency and do you have enough fuel to return to 
your departure airport? It's 25 miles south.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Yes, we are declaring an emergency and we will be able to reach our departure 

airport, the leak doesn't appear to be too large right now, HL123.
☞   Respond and give the pilot vector instructions.  

     left turn / heading 160            (Ping)

ATC :   HL123, turn left, heading 160, vectors for departure airport. 

☞   Contact the pilot and inquire about fuel and souls on board.      (Ping)

ATC :   HL123, when you get a chance, say remaining fuel and souls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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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We have two hundred and thirty-four souls on board including crew and we 

are showing two hours thirty minutes of fuel remaining, HL123.

<A few seconds later… >
Pilot :    And Departure we are now learning the leak is getting bigger, HL123.
☞   Acknowledge and inquire again if they can make it to the airport. 

    now 15 miles south           (Ping)

ATC :   HL123, roger, will you still be able to make it to the airport, it is now 15 miles south 
of you.

Situation Update      HL123 is now only 10 miles from the airport and has informed 

you they can make it to the airport. You want to ask about the location of the leak before 
handing them over to the Tower controller.        (dingdong)

Q7 ☞ Contact the pilot and inquire about the leak.     (Ping)

ATC :   HL123, before I hand you over to Approach control, can you tell me where the 
leak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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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listen to the Pilot’s radiotelephony messages.   

Pilot : Departure, HL123, passing one thousand two hundred climbing to five thousand.
Pilot :   Departure, HL123, request to maintain 8,000, we think we have a fuel leak.
Pilot : Departure, we would like to divert to the nearest suitable airport, HL123.
Pilot :   Yes, we are declaring an emergency and we will be able to reach our departure 

airport, the leak doesn't appear to be too large right now, HL123.
Pilot :   We have two hundred and thirty-four souls on board including crew and we are 

showing two hours thirty minutes of fuel remaining, HL123.
Pilot :   And Departure we are now learning the leak is getting bigger, HL123.      (dingdong)

☞ Now answer the questions.

What happened to HL123? Explain the nature of the incident.          (Ping)

How do you think you handled the situation? Do you feel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differently? Make a comment from a controller’s point of view.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Q1

Q2

Directions : You have just finished Part 2 Task B. Now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pilot’s 
radiotelephony messages to better recall the events. Then you will be asked two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 You will have 90 seconds for each question.

시험[응답] 요령

TASK C. Reporting about Task BPart Ⅱ

구 성 2문항 / 응대시간 : 90초

평 가 요 소 Task B에서 수행한 롤 플레이 내용에 대한 리포팅(플레인 영어) 능력 

진 행 TASK B의 조종사 교신 내용 다시 듣기 → 질문 → 응답하기 

평 가 항 목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전개의 내용을 묻는 질문(Q1)에 대한 사실전달 능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묻는 질문(Q2)에 대한 의견제시 능력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해력)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Interaction에 대한 설명은 TASK B 참고

•  제공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항목(유창성, 이해력, 어휘, 발음, 문장구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표현

•  경험 사례 또는 관련 지식/보도 등을 활용하여 플레인 영어능력을 최대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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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 Sample Answer

TASK A. Readback and HearbackPart Ⅰ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4 Radio transmissions between a controller and a 
pilot. Based on the initial instructions, demonstrate your hearback skills by responding 
accordingly. ‘Say again(=Repeat)’ available once only.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Q1 ATC :   HL123, what is your estimate to RACER? 
Pilot : Roger, direct RACER,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what is your estimate to RACER, say estimate time of 
RACER.

구      성 4문항 / 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기본적인 교신 능력 평가로 조종사 readback에 대한 hearback 및 응대능력

진      행 관제사 지시 → 조종사 readback → 응답녹음

평 가 항 목

•관제지시 이후 조종사의 readback에 대한 hearback 및 응대의 적절성
•표준교신용어로 해당 readback에 대해 확인, 정정, 정보의 보충 등의 응대 능력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능력 평가 
•정확한 표준 교신용어의 사용 여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적정성

유 의 사 항

•올바른 readback : 운항절차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한 readback 

•관제 현장에서 일부 생략이 허용된 경우 표준용어가 아니더라도 감점되지 않음
   (예) Negative, I say again : Negative (2회 연속 사용); Negative (I say again 생략 등)

시험장 내 마련된 전자패드를 통해 메모 가능 / 문항당 1회의 Say again 기능 사용 가능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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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Q3

Q2 ATC :   HL123, you have deviated more than you were cleared for, are you clear of the 
weather now? 

Pilot :    Roger, we are deviating due to the weather,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confirm clear of weather?

ATC :   HL123, report position and flight level. 
Pilot :    We are at Flight Level three six zero,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I say again, say your position.

ATC : HL123, can you relay a message to the aircraft that declared an emergency?
Pilot :    Control, we didn't declare an emergency,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Negative, I say again, can you relay a message? Another aircraft declared an 
emergency, can you relay a message to them?

Directions :  You will be listening to 6 audio clips, which consist of short situational 
prompts. Respond to each of them using mainly Standard Phraseology if possible. If 
not, you may use plain English to help clarify your response.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 Response time for each question : 2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Part Ⅰ TASK B. Checking, Clarifying, Confirming, Informing

구 성 6문항 / 문항 별 응대시간 : 20초

평 가 요 소 상황정보 이해력, 표준 용어 및 플레인 영어를 사용한 교신 능력

진 행 상황정보 제시 → 조종사 음성 → 응답녹음  

평 가 항 목

•상황정보 이해력 및 해당 교신에 대한 적절한 응대력 평가
•상황정보 및 Pilot의 교신에 따른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평가
•응답은 해당 상황정보와 Pilot의 교신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평가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플레인 영어 사용 시 정확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는지 평가  

유 의 사 항

•표준교신용어 : 요구되는 교신내용에 맞게 표준 교신용어를 사용하여 전달 
•  상황정보(prompt) 음성에는 교신용어가 플레인 영어(발음)로 들려질 수 있음  

이에 대해 응시자는 필요 시 올바른 교신용어(발음)으로 응답해야 함
   (예 : 음성에서 “B6”를 “bi six”라고 발음하더라도, 응시자는 “bravo six” 응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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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HL123 is now cruising at Flight Level two eight zero. There is an altitude restriction at 
Flight Level  three zero zero at the moment. Listen to the pilot's message and respond 
accordingly.            (dingdong)

Pilot :   Control, HL123, we are getting moderate to heavy ice, at Flight Level two eight 
zero, request to climb to and maintain block Flight Level three zero zero to Flight 
Level three three zero, until we get out of the icing conditions.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unable, due to temporary altitude restriction at Flight Level three zero zero.

HL123 has just entered your sector and will be reporting to you. Clarify offset side by 
asking them.            (dingdong)

Pilot :   Control, HL123, offset 6 miles, maintaining speed three four zero.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roger and which side are you offset on? Romeo or Lima? (Confirm offset 
6 miles right or left?).

HL123 is flying through your sector and you have requested that they tell you their 
maximum speed. Listen to the pilot and ask for clarification.         (dingdong)

Pilot :   Control, our current speed is three four zero knots, HL123.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is that your maximum speed? Say your maximum speed.

HL123 has recently finished deviating due to weather. Listen to their request, which 
you have to deny due to an active MOA.         (dingdong) 

Pilot :   Control, HL123, request direct GUPPY, we would like to try and make up some 
time.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GUPPY

ATC :  HL123, unable direct GUPPY, due to MOA hot, (active MOA), (Military Operation).

Q2

Q1

Script & Sampl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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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Q6

HL123 will be contacting you with a problem in the cockpit. Acknowledge their request 
and inform them the nearest airport, Hampyeong Airport is 50 miles south.
  (dingdong)

Pilot :   Control, HL123, we are starting to get smoke in the cockpit, request immediate 
descent to one three thousand and closest suitable airport.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roger, descent to one three thousand and the closest suitable airport, 
Hampyeong, (is) fifty miles south.

Listen to the current ATIS report and respond to the pilot by giving the information 
they request.        (dingdong)

Airport Information Hotel. Two two four two UTC. Expect ILS approach runway one  
seven. Wind one six zero degrees at five knots. Visibility niner kilometers. Clouds, few 
two thousand, ceiling, two thousand five hundred broken. Temperature zero niner, 
dew point zero six. QNH one zero one niner hectopascals. Advise on initial contact you 
have information Hotel.         (dingdong)

Pilot :   Control, HL123, we couldn't catch all of the ATIS, do you know what is the 
expected approach and the visibility?

(Record your response as a controller)        (Ping)

ATC :    HL123, roger, expect ILS approach runway one seven and visibility niner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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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Role-play & Follow-upPart Ⅱ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3 to 5 different aircraft as an area controller. 
Please follow the prompts that will appear on your screen. These are guides on how to 
handle the traffic flow you see on the simplified area radar screen, which may change 
progressively. You have 15 seconds to examine the first radar screen provided.

* Response time for each turn-taking : 30 seconds or less

After finishing Task A Role play, you will be asked one or two follow-up questions. You 
will have up to 90 seconds to respond to them.

시험[응답] 요령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Follow up : 90초 

평 가 요 소
정상상황에서 기본 교신능력과 비정상 발생시 상황보고 또는 요구사항 전달 등에 
필요한 언어 구사력(교신용어와 플레인 영어의 복합 사용)

진 행
최소 3대 이상의 항공기를 관제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정보 및 조종사와의 교신상황에 따른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평가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Follow-up)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롤 플레이 전체의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보다 우선하여 평가됨

•  롤 플레이 전체 응대 내용이 Operational(Level4) 이상으로 판단되고, Follow-
up에서의 플레인 영어 점수가 Extended(Level5)로 판정되면, 해당 응시자의 Task 
A 수행력은 Level 5으로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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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15초의 그림 학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초 동안 그림에서 제시된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Q1 You’ll be contacted by a pilot on the radar.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dingdong)

Turkish 88 :     Control, Turkish 88, with you at FL250, passing AMBRO. 

    descend FL150 / by FLANK            (Ping)

ATC :   Turkish Air 88, (radar contact), descend to reach FL150 by F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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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Q3)

Q2

Q3

Japan Air 93 is now reaching the edge of your control sector you want to hand them off.        
 (dingdong)

☞   Contact the pilot and give them instructions.              (Ping)

    Approach, 125.75

ATC :   Japan Air 93, contact Approach, 125.75, good day.

Continued… 

☞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Japan Air 93 :     Contact Approach, 127.5, Japan Air 93.      (Ping)

ATC :   Japan Air 93, negative, I say again, 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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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Q6)

Q4

Q5

Q6

You now want to inquire about the ride conditions of China Eastern 5042.     (dingdong)

☞   Contact the pilot and ask accordingly.               (Ping)

    turbulence / temp / sky condition / FL210-FL230

ATC :   China Eastern 5042, request flight conditions between FL210 to FL230, including 
turbulence, temperature and sky condition.

Continued…

☞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China Eastern 5042 :     Control, light to moderate turbulence at FL220, sky condition 
clear, China Eastern 5042.      (Ping)

ATC :   China Eastern 5042, (report)(request)(please confirm) temperature.

Continued… 
☞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China Eastern 5042 :     Temperature, currently minus 35, China Eastern 5042.      (Ping)

ATC :   China Eastern 5042, roge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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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Q8)

Q7

Q8

Another pilot now contacts you with a request.         (dingdong)

Air China 139 :     Control, Air China 139, request climb to FL320 as final.

☞  converging traffic / maintain FL300 Final

    Respond, deny, give a reason and give instructions               (Ping)

ATC :   Air China 139, unable FL320 due to converging traffic, climb and maintain FL300 
as final.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adback and give further instructions. 

Air China 139 :     Climb and maintain FL300 as final, Air China 139. 

    offset 3 miles / right / spacing              (Ping)

ATC :   Air China 139, offset 3 miles right of track for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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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Q10)

Q9

Q10

You now want to contact EVA 156 to get further spacing.          (dingdong)

☞   Contact the pilot and inquire about their airspeed.              (Ping)

ATC :   EVA 156, say airspeed.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and give instructions. 

EVA 156 :     Control, three two zero knots, EVA 156.               (Ping)

    speed 350 knots or greater

ATC :   EVA 156, increase airspeed to 350 knots or greater for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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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Q13)

Q11

Q12

China Eastern 5042 now contacts you to report a problem. Listen and respond 
accordingly.          (dingdong)

China Eastern 5042 :     Control, China Eastern 5042, we need to level off at FL250, we 
have a problem with one of the systems in the cockpit.

    approve and inquire about the possibility of emergency.              (Ping)

ATC :   China Eastern 5042, maintain FL250 and are you declaring an emergency?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and inquire about intentions. 

China Eastern 5042 :     Control, we are not declaring an emergency, but we have just 
lost all our weather radar, China Eastern 5042. 

    say intentions              (Ping)

ATC :   China Eastern 5042, roger, say your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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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Q14

Continued… 

☞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and inquire about preparations.

China Eastern 5042 :     Control, we'd like to return to our departure airport, China 
Eastern 5042.

    fuel dumping / holding                (Ping)

ATC :   China Eastern 5042, roger and will you need to dump any fuel before returning 
or will you need to hold to burn off any fuel?
(Do you need fuel dumping or holding (for burning off the fuel)?

Follow-up question:

You have just finished Task A, as an Air Traffic Controller.  

In this situation, what happened with China Eastern 5042 which caused them to change 
their flight?  
From your own experiences as a controller how often does this type of situation occur 
and how are you trained to deal with it?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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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ituation     HL123 is on your frequency and still climbing to their cruising 

altitude.  (dingdong)

Q1 The pilot contacts you.
Pilot :    Control, HL123, we seem to be having problems with one of our engines, request 

vectors back to our origin airport.
☞   Respond, acknowledge and give the pilot the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urn right / heading 040 / Johnson Airport 60 miles North       (Ping)

ATC :   HL123, roger, turn right heading zero four zero and  Johnson Airport is 60 miles 
north.

Task B. Extended Role-play : Single Incident/Emergency RelatedPart Ⅱ

Directions : You will be interacting with a single aircraft in an isolated incident. Listen 
to the pilot’s messages and respond as necessary. Assume you can allow for all the 
requests, unless being specified otherwise. “Say again (=Repeat)” available once only.

* Response time for each turn-taking : 30 seconds or less

시험[응답] 요령          ※ Task B의 교신내용이 Task C의 태스크와 연계되므로, 관련 정보의 메모가 필요

구 성 약 7~12회 롤 플레이 / 응대시간 : 30초 

평 가 요 소 비정상/비상상황에서의 관제지시, 조종사 의도 파악 및 정보전달에 필요한 언어 능력

진 행
비정상 또는 비상 상황이 포함된 ‘단일’항공기 관제 상황
                     → continued →                       → continued

평 가 항 목

•음성 또는 화면에 제공되는 Text clue( )를 이용하여 지시대로 응대하는 능력

•상황전개 및 교신 내용에 따라 교신용어 또는 플레인 영어 사용 능력

•표준 교신속도/발음/억양의 사용 여부 및 정보의 효율적 전달능력 

•교신 응대력(Role-play)과 플레인 영어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  100%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Interaction은 응답 내용의 적절성, 유창성, 
이해도 등과 연계하여 평가되며, 응답 직전 ‘약간의’ 준비시간은 용인됨 
다만 평가자가 느끼기에 ‘매우’ 늦은 응답 또는 무응답은 영향을 미침

•  플레인 영어 사용 빈도가 다소 높을 수 있고, 응대 내용의 정확도 및 유창도에 
따라 Operational(Level4)과 Extended(Level5) 여부가 평가됨

Initial Situation Situat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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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Update      The pilot of HL123 has now calculated their fuel weight and will 

be contacting you. Your holding options for fuel dumping are 15 miles northeast of the 
airport and 20 miles southeast of the airport.         (dingdong)

Q2

Q4

Q5

Q3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Right turn heading zero four zero and control you said Johnson Airport is how 

far? HL123.
☞   Respond, answer the pilot’s question and inquire about fuel dumping. 

    60 miles             (Ping)

ATC :   HL123, Johnson Airport is 60 miles to your north and will you be needing to dump 
any fuel?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Control, we are trying to figure that out now, standby, HL123.
☞   Respond, acknowledge and give the pilot instructions.  

     descent FL 220            (Ping)

ATC :   HL123, roger and you can start your descent to FL220. 

The pilot contacts you.
Pilot :      Control, HL123, we are going to have to dump some fuel, request to start 

dumping on our current heading, we would prefer to not vector too far away 
from the airport, due to our engine problem.

☞   Respond negatively, give the pilot options and ask about intentions.  

     unable current / holding dump locations : 15 NE / 20 SE            (Ping)

ATC :   HL123, unable to dump fuel at your current heading. You can hold and dump 
fuel 15 miles northeast of the airport or 20 miles southeast of the airport, say 
your intentions.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Control, we would like to hold and dump, 15 miles northeast of the airport, HL123.

☞   Respond, acknowledge and give the pilot instructions.              (Ping)

     right turn / heading 060 / expect further descent / time at 35
ATC :   HL123, roger, turn right heading zero six zero and expect further descent at 

(tim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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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Update      HL123 is about 30 miles southeast of the airport and flying towards 

the fuel dumping location. Their company dispatch contacts you to ask for the reason 
about the engine problem and want you to inquire with the pilot.         (dingdong)

Situation Update      HL123 is now about to enter their hold, when they contact you to 

further explain the situation.         (dingdong)

Situation Update      HL123 is now holding and you want to inform their company 

dispatch about the reason for the engine problem.         (dingdong)

Q6

Q8

Q9

Q7

☞   Contact the pilot, explain the situation to them and inquire about the engine 
problem.             (Ping)

ATC :   HL123, your company dispatch has contacted me and they want me to ask you, 
what is the reason for the engine problem?

Continued…
Listen to the pilot’s response.
Pilot :    Control, we are still unsure at this time, we are still going through out checklists, 

HL123.
☞   Respond, acknowledge, inform you will notify dispatch and give instructions. 

     inform Dispatch / descend FL 200             (Ping)

ATC :   HL123, roger, I will inform your dispatch of the situation, descend to FL200 (now).

The pilot contacts you.
Pilot :    Control, HL123, about the engine problem, we think that one of the fuel lines has 

broken, so we are only able to get partial power to our number 2 engine, we have 
now shut it down and should be able to land safely.

☞   Respond, acknowledge, state you will inform their dispatch and give instructions.  

     inform Dispatch / holding as published RACER waypoint / FL200             (Ping)

ATC :   HL123, roger, I will let your dispatch know. Cleared to RACER, maintain FL200, hold 
as published.

☞   Contact the company dispatch.   

     engine #2 / partial power / fuel leak / shut down             (Ping)

ATC :   Dispatch, this is Center control, I spoke with HL123 and they told me the cause of 
the engine problem was a fuel leak. The engine was only at partial power. They 
have now shut down their number 2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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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listen to the Pilot’s radiotelephony messages.   

Pilot :   Control, HL123, we seem to be having problems with one of our engines, request 
vectors back to our origin airport.

Pilot :   Right turn heading zero four zero and control you said Johnson Airport is how far? HL123.
Pilot : Control, we are trying to figure that out now, standby, HL123.
Pilot :   Control, HL123, we are going to have to dump some fuel, request to start dumping 

on our current heading, we would prefer to not vector too far away from the airport, 
due to our engine problem.

Pilot : Control, we would like to hold and dump, 15 miles northeast of the airport, HL123.
Pilot :   Control, we are still unsure at this time, we are still going through out checklists, HL123.
Pilot :   Control, HL123, about the engine problem, we think that one of the fuel lines has 

broken, so we are only able to get partial power to our number 2 engine, we have 
now shut it down and should be able to land safely.       (dingdong)

☞ Now answer the questions.

What happened to HL123? Explain the nature of the incident.           (Ping)

How do you think you handled the situation? Do you feel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differently? Make a comment from a controller’s point of view.           (Ping)

<  A sample answer is not made available for this task. Please consult the task tips and try on your 
own response.>

Q1
Q2

TASK C. Reporting about Task BPart Ⅱ

Directions : You have just finished Part 2 Task B. Now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pilot’s 
radiotelephony messages to better recall the events. Then you will be asked two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 You will have 90 seconds for each question.

시험[응답] 요령

구 성 2문항 / 응대시간 : 90초

평 가 요 소 Task B에서 수행한 롤 플레이 내용에 대한 리포팅(플레인 영어) 능력 

진 행 TASK B의 조종사 교신 내용 다시 듣기 → 질문 → 응답하기 

평 가 항 목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전개의 내용을 묻는 질문(Q1)에 대한 사실전달 능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묻는 질문(Q2)에 대한 의견제시 능력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해력)

유 의 사 항

•  교신상황은 시간제한 및 언어평가 목적에 따라 ‘인위적’일 수 있고, 상황 전개의 
‘비약’이 인정되므로 지시사항에 맞게 응답해야 함

•Interaction에 대한 설명은 TASK B 참고

•  제공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항목(유창성, 이해력, 어휘, 발음, 문장구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표현

•  경험 사례 또는 관련 지식/보도 등을 활용하여 플레인 영어능력을 최대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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