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진행 중 문의사항 발생시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GtiWXFd

https://open.kakao.com/o/sGtiWXFd




로그인
수험자는 부여받은 ID와 Username을
입력한 후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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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시험종류선택
수험자는 본인이 응시할 시험과목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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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개인정보확인
수험자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정보확인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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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수험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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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시험 진행순서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수험생이 응시하는 레벨의 문항 수와
수험시간을 확인한 후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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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IBT 화면 구성 중 문법 화면에 대해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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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IBT 화면 구성 중 청취 화면에 대해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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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IBT 화면 구성 중 독해 화면에 대해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오리엔테이션
시험 응시하기 전, 기자재 소리가 잘 나오는지,
소리크기는 적당한지에 대해 확인한 후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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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IBT 시험에 관한 규정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우측 상단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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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시험을 시작하기 전 준비 페이지입니다. 
20초 후에 시험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3

시험화면-문법
문법 파트에 해당하는 Direction 화면입니다.
15초 후에 자동으로 Skip됩니다.

단, 수험자가 15초 전에 바로 시험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 NEXT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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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화면-문법
상단의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을 선택합니다.
(예시 : Level 2의 경우, 문법 시간 20분)
별도의 답안 선택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20분 동안 답안을 선택해야 하며,
20분 종료 후에 다음 영역(청취영역)으로
자동이동 됩니다.
또한, 이동 후 문법 영역으로 되돌아 올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체크는 오른쪽 답안 영역
혹은 문제의 보기를 클릭하여 답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화면-청취
청취 영역에 해당하는 Direction 화면과
음성이 약 1분 20초 정도 재생되며, 
재생이 끝난 후 자동으로 Skip 됩니다.

단, 수험자가 Direction의 음성 재생이
끝나기 전에 시험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측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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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화면-청취
청취는 총 4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의 주어진 시간동안 청취를 듣고 답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별도의 답안선택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 각 Part별 청취시간은 상이합니다.)

Part별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답안을 선택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Part로
이동합니다.
또한, 이동 후 이전 Part로 되돌아 올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체크는 오른쪽 답안영역 혹은
문제의 보기를 클릭하여 답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취 진행 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MEMO칸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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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화면-독해
독해 영역에 해당하는 Direction 화면입니다.
30초 후에 자동으로 Skip됩니다.

단, 수험자가 30초 이전에 시험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측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화면-독해
독해는 총 4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의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답안선택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시 : Level 2의 경우, 독해 시간 40분)

주어진 시간 40분동안 Part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타 영역이동 불가)

독해 지문에서는 마우스 드래그 후 원하는 영역에
하이라이트 및 노트기능이 가능합니다. 
Part별 이동 후에도 저장해 놓은 하이라이트 및 노
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체크는 오른쪽 답안영역
혹은 문제의 보기를 클릭하여
답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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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시험은 종료됩니다.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의 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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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확인
수험자가 선택한 답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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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수험자의 성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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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안내
시험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의 UPLOAD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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