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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RSM 디플로마(www.abrsm.org/arsmdiploma)는 수험자가 고도로 훈련된 시험관 패널 멤버 중 한 명 앞에서 

연주하는 전통적인 대면 시험, 또는 같은 패널 중의 시험관 한 명이 수험자의 연주 녹화 동영상을 원격으로 평가하

는 시험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험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수험자가 원격평가 ARSM 시험을 신청, 녹

화 및 제출할 때 따라야 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시험 내용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 상세 내용은 www.abrsm.org/arsmdiploma 에서 제공하고 있는 ARSM 실

러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brsm.org/examregulations 의 ‘시험 규정’에서 시험 완수를 위한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자가 ARSM 시험을 보도록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두 문서를 모두 읽어 두는 것이 중요

하다. 

 

 

정의 
 

이 안내서에서, 다음 단어들은 아래에 제공되는 의미를 뜻한다: 

 

신청인: ABRSM 시험을 신청하는 18세 이상 성인 (많은 경우 학교, 음악 교사, 수험

자의 부모, 또는 18세 이상 수험자 본인) 

 

수험자: 시험을 보는 당사자. 수험자가 18세 이상이고 신청을 본인이 하는 경우, 수

험자 또한 본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컨택아이디: ABRSM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컨택아이

디는 우리 시스템이 각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험자의 컨택

아이디는 제출물에도 사용된다. 

 

성인 책임자: 18세 미만의 수험자를 위해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 성인 책임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 선생님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맡을 수 있다. 

 

 

 

 

 

 

 

 

 

 

http://www.abrsm.org/arsmdiploma
http://www.abrsm.org/
http://www.abrsm.org/exam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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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가 요구사항  
 

원격평가 ARSM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1.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녹화 동영상: 

⚫ 연속적이고 편집되지 않은 선택된 레파토리 연주 

⚫ 연주 시작 전, 카메라를 향해 작성이 완료된 프로그램 양식을 보여준다. 

⚫ 연주 시작 전, 카메라를 향해 자유곡 레파토리의 시작 부분 악보를 보여준다. 

⚫ 연주 시작 전, 카메라를 향해 소리 내어 발표한다.  

⚫ 연주 시작 전, 카메라를 향해 수험자의 신분증을 보여준다. 

2. 업로드 시, 수험자 또는 성인 책임자(수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 

 

수험자 신분증 
 

ABRSM 수험자 신분 증명 방침(www.abrsm.org/policies)에 따라, ARSM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자들에게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가 요구된다. 이 신분증은 시험 시작 시 카메라에 제시되어야 한다.  

 

 

시험 장소 
 

수험자/신청인은 시험 연주가 열리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수험자의 학교, 음악 교사 스튜디오, 또는 그 외 

적합한 공간과 악기 (반주가 필요할 경우 적합한 피아노 포함)가 제공되는 다른 장소일 수 있다. 시험은 수험자 집

에서도 치를 수 있다. 

 

 

시험 신청 
 

온라인 시험 신청  
 

ARSM 시험은 우리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다. 이전에 이 서비스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경우, 시험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가입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www.abrsm.org/createaccount).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신청인)은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성인 책임자 또는 교사일 필요는 없다. 

 

시험을 신청하기 전, 다음 수험자 정보들을 준비하길 권한다: 

⚫ 컨택아이디 (알고 있는 경우) 

⚫ 이름 

⚫ 생년월일 

⚫ 신청하는 그레이드와 과목(악기/성악) 

⚫ 수험자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이메일 주소(필수) 

⚫ 특별한 도움 및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 여부 

 
 중국,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수험자들은 ABRSM 컨택아이디 숫자가 아닌 자신들의 National ID 

번호가 필요하다.  

http://www.abrsm.org/policies
http://www.abrsm.org/create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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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기간 내에 시험신청 서비스(https://portal.abrsm.org/Global/Login) 에 

로그인 하여 ‘Public Venues and Remote Exams(공식 시험장과 원격 시험)’을 클릭한 후 신청을 원하는 악기 및 

그레이드를 선택한다. 그 다음 시험일을 선택하고, 수험자 상세정보를 추가하며, 응시료를 납부한다. 신청인이 선택

한 시험일은 녹화 동영상을 ABRSM에 제출하는 마감일이 된다. 

수험자가 ABRSM에 가입하고 계정을 만들도록 초대하는 것을 허가하기 위하여, 수험자(부모님/보호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이다. 수험자(부모님/보호자)는 신청인과 관계 없이 자신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자신

의 이름인 ABRSM 계정을 사용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험 신청 기간 마감 후, ABRSM은 신청인과 계정이 있는 수험자(학부모/보호자)에게 확정된 시험 제출 일시를 보

기 위해 로그인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이메일을 발송한다. 신청인 또는 수험자는 우리 온라인 서비스에 녹화 동영상

을 업로드 해야 하는 날짜 및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부터 신청인과 계정이 있는 수험자(학부모/보호자)들은 가능한 시험 일시로 변경하기 위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시험 일시는 선택한 시험 제출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선택 가능한 일시는 앞으로 48시간 

이후의 것만 볼 수 있다.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brsm.org/en/exam-

booking/faqs/rescheduling-practical-exams-at-public-venues   
 

 

지연 신청  
 

신청 기간이 끝나면, 제출 시간대가 다 확정된 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청인이 남아있는 일시를 골라 신청할 수 있

다. 선택 가능한 일시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택 가능한 일시는 앞으로 48시간 이후의 일시만 

볼 수 있다.  

 

지연 제출  
 

시험 제출일시가 지난 후에는 녹화 동영상 제출이 불가능하다. 미제출의 경우, 수험자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결석 처

리가 된 수험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응시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환불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brsm.org/en/policies/withdrawals-non-attendance-and-fee-refund-policy/. 해당 

수험자는 추후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새로 신청하고 응시료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https://portal.abrsm.org/Global/Login
http://www.abrsm.org/en/exam-booking/faqs/rescheduling-practical-exams-at-public-venues
http://www.abrsm.org/en/exam-booking/faqs/rescheduling-practical-exams-at-public-venues
http://www.abrsm.org/en/policies/withdrawals-non-attendance-and-fee-refund-policy/


5 

 

원격평가 시험 보기  
 

시험 일시 

신청인은 시험 신청 시 제출일을 선택한다. 시험 동영상은 반드시 제출일/시간까지 우리 온라인 서비스에 업로드 되

어야 하지만, 수험자는 제출일에 자신의 시험 연주를 녹화할 필요는 없다.  

 

 

성인책임자를 위한 지침(적용되는 경우) 
 

성인책임자의 역할  
성인책임자는 18세 미만의 수험자를 위해 시험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은 시험 녹화를 시행하

기 전에 이 지침을 반드시 읽어야 하며, 이 안내 문서에 서술된 요구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책

임자는 신청인 또는 수험자가 동영상을 우리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업로드할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며,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시험 중 
성인책임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시험 시간동안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 시험이 연속적으로 한 번에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성인책임자는 또한 다음을 할 수도 있다: 

⚫ 필요할 때 페이지 터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수험자의 반주를 제공할 수 있다. 

⚫ 수험자의 동영상 녹화 기기 조작을 도와줄 수 있다 

⚫ 사진이 있는 수험자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고, 연주 전에 반드시 녹화해야 하는 절차들을 도와줄 

수 있다.  

 

 

동영상 녹화 
 

일반적인 녹화 요구사항  
시험은 소리와 동영상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연속적인 파일로 녹화되어야 한다 – 이는 한 번 녹화가 시작되면 수험

자는 구두 발표하고, 자신의 문서들(프로그램 양식 및 그레이드 6 이상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한번의 연속 촬영으로 자신의 모든 레퍼토리를 연주함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녹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

할 수 있다. 

 

시험관은 연주 자체만을 평가하므로, 시험 전 튜닝은 녹화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작 후 연주 도중의 재튜닝 및 

휴식은 연속으로 녹화되는 동영상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실러버스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www.abrsm.org/performancegrades   

 

녹화는 시험 후 어떤 식으로도 절대 편집해서는 안 된다. 

 
 
 

http://www.abrsm.org/performance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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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기기 및 세팅 - 동영상 해상도  
대부분의 현대 스마트폰, 타블렛 및 노트북은 시험 동영상 녹화에 적합하다. 카메라 해상도는 720p에 맞춰야 한다

(반드시 녹화 전에 설정). 이로써 적절한 선명도를 줄 수 있다. 더 낮은 해상도(예: 480p)는 덜 명확하고 흐릿할 수 

있으며, 더 높은 해상도는 성공적으로 업로드하기에 너무 큰 파일이 될 수 있다. 동영상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기기 

세팅에서 조절 가능하다. 

 

녹화 기기 및 세팅 - 카메라 위치  
세로 및 가로로 촬영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연주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수험자, 악기, 보면대(사용하는 경우)가 

명확히 보이도록 카메라를 고정해야 한다. 수험자의 얼굴(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거나 옆모습)은 연주 내내 보여야 한

다. 

 

반주자가 연주의 일부인 경우, 보여야 한다. 그러나 수험자와 반주자 둘 다 보이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수험자는 항

상 주요 초점으로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관이 수험자와 반주를 적절히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건반악기는 전체 건반이 보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및 가능한 경우 페달 또한 보여야 한다. 타악기 수험자는 시험에

서 연주되는 각 악기가 시험 내내 계속 보여야 한다(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오르간 시험처럼 균형 잡힌 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험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녹화 

기기를 세팅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경우, 매뉴얼이나 페달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수험자는 반드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참석자  
성인책임자 또는 연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그들은 연주하는 동안 정숙해야 하

며, 카메라 화면 밖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수험자의 연주를 방해 및 지시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녹화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테스트 및 시범녹화 
선명하고 깨지지 않은 소리와 동영상을 가진 좋은 퀄리티의 녹화를 위해, 우리는 시험 전에 녹화 기기를 테스트하고 

시험 전에 시범적으로 녹화 해보길 권한다. 확인할 다른 사항은 적당한 조명 정도, 카메라 위치 그리고 화면 상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양식의 가독성 등이 있다(아래 참조). 

 

녹화 시작 전, 방해가 될 만한 소리 및 푸시 알람 등이 꺼져 있는지, 배터리 완충(필요한 경우) 및 저장 공간이 충

분한지 여부를 확인하길 권한다. 

 

녹화품질은 음색 및 셈여림 등을 포함한 연주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반드시 좋은 퀄리티이어야 한다. 시험

관은 자신이 듣고 본 것을 기반으로 평가할 것이며, 낮은 녹화품질 또는 균형까지 고려할 수 없다. 우리는 녹화품질

에 의거한 시험 결과 항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일 크기 
 

동영상은 반드시 다음 포맷 중 하나여야 한다: MP4, WMV, MOV or MPG. 파일 크기는 반드시 2GB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동영상의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경우, 파일이 너무 크거나 업로드가 느릴 수 있다. 이런 경우, 파일을 성공적으로 업로

드 하기 위해 압축해야 한다. 이에 도움이 되는 많은 플랫폼이 온라인, 안드로이드 및 애플 앱 스토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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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이전 절차  
 

프로그램 양식  
수험자는 프로그램 양식을 작성하고, 동영상 녹화 시작 시 카메라에 약 5초 정도 보여주어야 한다. 연주할 시험곡/

노래 순서대로 다음 정보들을 요구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 수험자 이름과 과목(악기); 

• ARSM 레파토리 목록에서 선택된 곡들의 목록 번호; 자유곡 레파토리는 대시( ㅡ )로 표시할 수 있다. 

• 작곡가 이름과 필요하다면 편곡자 이름; 

• 다음을 포함하여, 연주할 각 곡의 완전한 정보; 

o 제목/더 큰 작품 제목; 

o 카탈로그 번호 – 오푸스(Oplus) 번호, 바흐 작품 번호(BWV), 모차르트 쾨헬(K.) 번호 

o 각 악장/섹션의 자세한 사항 

o 사용된 자유곡 레파토리 에디션 

• 목관악기, 금관악기, 성악 수험자는 계획된 짧은 휴식을 할 곳과 그 길이 

• 해당하는 경우, 사용된 관련 악기; 

• 각 곡의 대략적인 시간(더 큰 작품의 각 악장/섹션 쪼개기) 

• 곡 사이의 갭 및 해당하는 경우 더 긴 휴식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길이 

  

인쇄하여 작성할 수 있는 빈 양식은 아래 부록에서 제공되고 있다. 양식 대신 백지에 정보를 적을 수도 있다. 지침

으로서, 완성된 예시 양식 역시 아래 부록에서 제공되고 있다. 양식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정보는 두 

번째 양식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다. 

  

 성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수험자가 선호한다면 성인 책임자가 카메라에 양식을 보여줄 수 있다 - 이는 평가되는 연

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곡 악보  
수험자의 자유곡/노래 악보의 시작부분 또한 다음 정보가 카메라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준다:  

• 제목; 

• 시작부분 음자리표(들), 조표 및 박자표, 템포 및 다른 연주 지시들; 

• 시험곡/노래 악보 시작부분 몇 줄; 

o 첫 페이지 전부를 보여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 파트가 있는 작품의 하나 이상 악장/곡이 자유곡 레파토리에 있다면, 각 시작부분을 묘사한 것처럼 카메라에 

보여주어야 한다. 

 

성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수험자가 선호한다면 성인 책임자가 카메라에 양식을 보여줄 수 있다 - 이는 평가되는 연

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두 발표  
수험자는 연주 시작 전에 프로그램 양식과 자유곡 악보를 카메라에 보여줄 뿐 아니라, 다음 정보들을 구두 발표해야 

한다:  

• 자신의 이름; 

• 시험 과목(악기); 

• 제목, 연주 순서대로, 각 시험곡의 제목, 작곡가 이름 및 목록 정보(해당하는 경우) 

 

성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수험자가 선호한다면 성인 책임자가 도입부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다 - 이는 평가되는 연

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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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신분증 

 

ABRSM은 ARSM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자들에게 우리의 수험자 신분 정책(www.abrsm.org/policies)에 따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시험시작 시, 신분증은 카메라에 보여주어야 한다. 수험자의 얼굴은 신

분증을 보여줄 때 카메라에 완전히 비추어야 한다.  

  

반드시 수험자 본인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카메라에 제시해야 한다. 

 

연주 후 정보 
 

파일이름 
파일이름은 오직 문자, 숫자, 밑줄문자( _ ), 또는 대시( - )만을 포함해야 한다. 파일이름은 띄어쓰기 또는 다른 기호

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그런 경우 용인되지 않는다. 또한 파일이름이 공백인 것도 안된다. 파일이름이 없는 파일

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시험관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 
만약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갖고 있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동영상 업로드 진행 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동영상을 압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높은 그레이드 시험에서, 동영상 길이는 약 20-30분 정도 된다. 30 프레임의 720p HD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이 

30분짜리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에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1GB 정도 크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ABRSM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 전에 동영상을 압축하도록 권한다. 압축은 소리와 동영상 품질과 

비율을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압축 사이트를 통해 768.84MB 연주 동영상을 압축하면 39%가 작아진 파일(461.94MB)이 만

들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 파일을 압축할 때 만약 두 개의 동영상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압축이 올바르게 실행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명확하진 않다. ABRSM에서는 동영상을 한번 압축한 다음에 전체 연주를 다시 봄으

로써, 업로드 이전 변환된 동영상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 지에 대하여 만족했음을 확인하기를 권한다. 

동영상 압축 지원이 가능한 여러 무료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다. 무료 압축 소프트웨어 중 하나는 freeconver이다:  

 

https://www.freeconvert.com/video-compressor 
이를 사용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압축을 클릭(사이트 기본 세팅 사용)하며, 사이트 자체 과정

을 통해 실행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컴퓨터로 압축된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참고: 이는 타사 소프트웨어이며 - 여러가지 다른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ABRSM은 특정 상품을 홍보하지 않으며, 
고객들은 각자 타사 소프트웨어 이용 시 직접 선택하기를 권한다. 
만약 동영상 압축을 도와줄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온라인 변환기보다) 사용을 원한다면, 다른 옵션도 이용 가

능하다. 다음 예는 handbrake이다: 

https://handbrake.fr/ 
 

어떠한 동영상 파일도 압축할 수 있고 모든 형태로 작업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다. 

참고: 이는 타사 소프트웨어이며 – 여러가지 다른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ABRSM은 특정 상품을 홍보하지 않으며, 
고객들은 각자 타사 소프트웨어 이용 시 직접 선택하기를 권한다. 

 

 

 

http://www.abrsm.org/policies
https://www.freeconvert.com/video-compressor
https://handbrak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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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동영상 및 확인서 제출  
 

우리가 시험 신청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험 제출 날짜/시간까지, 수험자 또는 신청인은 녹화한 동영상을 우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다. 업로드 기능은 오직 이 기간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동영상 업로드를 일찍 시도하는 것이 좋다.   

 

업로드할 준비가 되면, 수험자 또는 신청인 계정(반드시 신청한 사람 계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으로 로그인하고 

‘Submit Recordings’(녹화 동영상 제출)을 선택한다. 한번 해당 수험자를 선택하면, 업로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업로드 과정의 일부로, 녹화가 우리 시험 규정(부록 1 참조)에 준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반드시 작성

되어야 한다. 수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이 확인서는 녹화하는 동안 참석했던 성인 책임자가 작성해야 한다. 그러

므로 성인 책임자는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18세 이상 수험자 역시 확인서 작성 

완료를 위하여 업로드 할 때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동영상은 오직 한 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선택한 파일이 올바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동안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업로드는 자동적으로 중지되며, 연결이 이루어지면 다시 진

행될 것이다. 만약 30분 이상 연결이 끊어지면 업로드도 중단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뜰 것이다: ‘동영상 녹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시도하기 바랍니다.’ 

 

ARSM 시험의 녹화 동영상은 업로드된 후 120일까지 보관하며, 그 이후 파기된다.   

 
 
녹화 동영상의 재사용  

 

시험 녹화 동영상은 오직 ABRSM 평가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되며, 절대 다른 용도로 공유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 공유는 작곡가, 악보출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험자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시험을 위한 녹화를 하고 제출하는 진행과정에서 시험에 직접 관련된 신청인이나 교사와 그 녹화물을 공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과 공유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시험 녹화 동영상이 ABRSM (평가를 위한 목적)이 아닌 또는 시험과 직접 관련된 (위에 명시된) 사람이  

아닌 경우와 공유될 경우, 해당 수험자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녹화 동영상의 지위(데이터 보호 목적)  

 

시험 녹화 동영상은 시험 답안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법 아래 주체 접근 요청 의무에서 제외된

다. 그러나 수험자들은 ABRSM에 이를 제출한 후 자신의 녹화 동영상 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수험자는 그 외 

본인에 관한 정보 및 우리의 개인 정보 정책(www.abrsm.org/privacypolicy)에 맞추어 ABRSM이 그들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http://www.abrsm.org/privac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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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확인서 내용 

 
18세 이상 수험자 

 
 

 

 

18세 이하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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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M 프로그램 양식 
 

수험자가 연주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의 모든 자세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양식을 완성한다. 

대면평가 시: 시험 시 직접 가져와서, 시험 시작 전에 시험관에게 전달한다. 

원격평가 시: 수험자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 카메라에 양식과 자유곡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연주될 순서

(제목, 작곡가, 목록 정보)에 따라 수험자 자신(이름, 과목)과 전체 프로그램 레파토리를 구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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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M 프로그램 양식 - 예시 
 

수험자가 연주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의 모든 자세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양식을 완성한다. 

대면평가 시: 시험 시 직접 가져와서, 시험 시작 전에 시험관에게 전달한다. 

원격평가 시: 수험자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 카메라에 양식과 자유곡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연주될 순서

(제목, 작곡가, 목록 정보)에 따라 수험자 자신(이름, 과목)과 전체 프로그램 레파토리를 구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