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ory Sommelier Course & Examination*  
AND Certified Sommelier Examination Combination 

날짜:  2018년 11월 12일-14일 

시간:  매일 8:00 AM-6:00 PM  

장소:  추후 공지 

비용:  $2030 USD 

신청 방법: 
1. Court of Master Sommeliers, Americas 의 수강생 아이디가 없을 경우 다음 링크 

https://www.mastersommeliers.org/student/register를 이용해 수강생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겨우 다음 이메일 주소 kdomingos@mastersommeliers.org로 케이디에게 
문의 바랍니다. 

2. 수강생 아이디를 만든 후, 다음 주소 https://www.mastersommeliers.org/courses/list/introductory-course-
exam-and-certified-sommelier-exam-combination 에서 응시하세요 

*와인비전은 아래 날짜에 통합과정 수강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준비과정 수업(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준비과정 수업은 다음 주소에서 진행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9-28 (선릉로 135길 12) 
 
와인비전은 통합과정 수강생들에게만 위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6월 11일 Morning TBD 
7월   9일 Morning TBD 

9월 17일 Morning TBD 

 

Certified Sommelier Examination ONLY (for retakes) 

응시자격:  Certified Examination ONLY  은 이미 Introductory 시험에 합격 한 자 또는 Certified 시험에 재 응시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응시자는 Introductory Course & Examination 및 Certified Examination 

Combination에 등록해야합니다. 

날짜:  2018년 11월 14일 

시간:  8:00 AM-6:00 PM 

장소:  추후 공지 

비용:  $735 US 

신청 방법: 
1. 다음 링크 https://www.mastersommeliers.org/student/register를 이용해 수강생 아이디를 만드세요.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케이디 kdomingos@mastersommeliers.org에게 문의 바랍니다. 

2. 수강생 아이디를 만든 후, 다음 링크 https://www.mastersommeliers.org/courses/list/introductory-course-exam-
and-certified-sommelier-exam-combination 를 사용해 등록하세요. 

참고 : Certified Examination ONLY는 Winevision에서 제공하는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TEP-BY-STEP REGISTRATION INSTRUCTIONS 

CREATE STUDENT ID 
1. 다음 링크 https://www.mastersommeliers.org/ 에 접속합니다.  

2. ‘CREATE A STUDENT ID’ 버튼을 클릭합니다. 

 

 
3. ‘Student ID’ 양식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고 ‘ Create a Student ID’를 클릭합니다. 이메일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링크가 송부될 것입니다. 만일 메일이 안 보인다면 스팸 편지함을 확인해보세요. 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kdomingos@mastersommeliers.org 로 연락 주세요.  

 

 



 
 
ENROLLMENT 
1. 다음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www.mastersommeliers.org/courses/list/introductory-course-exam-and-certified-sommelier-exam-combination.  
 
또는 이미 Introductory 과정을 수료하여 Certified 시험만 응시하고 싶다면 다음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www.mastersommeliers.org/courses/list/certified-sommelier-examination. 
 

2. ‘ REGISTER’ 버튼을 누르세요. 

  
 
3.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만일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kdomingos@mastersommeliers.org로 연락 주세요.  

 
 



 
4. ‘ CONTINUE’ 버튼을 누르세요. 

 
 
5. ‘ CHECKOUT’ 버튼을 누르세요 

 
 
 
 

 

 

 

 

 

 

 

 

 



 
 
 
6.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Continue’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7. 과정 등록 시험을 확인하세요. 

 



 
8.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9. 환불 정책을 확인하세요. 

 



 
 
10.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1. 제출한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2개의 이메일을 받게 되며, 하나는 당신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메일, 또 하나는 결제 영수증 메일입니다. 메일함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문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s://www.mastersommeliers.org/student에서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프로그램 시작 날짜 이전에 언제든지 이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2.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kdomingos@mastersommeliers.org로 메일 또는 707-255-5056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