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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용안내매뉴얼

※ 본 매뉴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한국지텔프와 주식회사 구름에게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이를 무단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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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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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내사항

• 회신 받은 SMS를 참고하여 G-TELP Speaking IBT 페이지에서 매뉴얼을 확인합니다. 감독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과 G-TELP Speaking IBT 응시자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험 당일, 아래의 [사이트 1. 응시자용 감독 프로그램 사이트] 로그인 후 웹캠, 화면녹화, 모바일, 키보드 테스트를 진행 후

[사이트 2. G-TELP SPEAKING IBT TEST]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11월 30일 시험 전에 필히 숙지 요망. 미 숙지하고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 시험 불가)

G-TELP Speaking IBT 응시자 감독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 [사이트 1] 응시자용 감독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 안내

– URL : gtelp.goorm.io

G-TELP Speaking IBT 응시자 매뉴얼

• [사이트 2] G-TELP Speaking IBT 응시사이트 접속 안내

– URL : https://bit.ly/3CSpGF6



ANYONE CAN DEVELOP - 주식회사 구름

1. 기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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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내사항

• [사이트 1. 응시자용 감독 프로그램 사이트] 로그인 → PC와 모바일 감독 프로그램 세팅 후 [사이트 2] 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 (감독 프로그램 세팅은 5페이지 이후부터 확인 요망)

• [사이트 2. G-TELP Speaking IBT 응시사이트] 로그인 후 유의사항 읽고 바로 시험 진행

(11월 30일 시험 전에 필히 숙지 요망. 미 숙지하고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 시험 불가)

G-TELP Speaking IBT 응시자 감독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 URL : gtelp.goorm.io

• 로그인 정보

– ID : 본인이 작성한 E-MAIL주소

– PW : 본인 생년월일 (EX:19920130 : 1992년 1월 30일)

– 로그인 → 대기실 입장 클릭 → 감독 프로그램 세팅

G-TELP Speaking IBT 응시자 로그인 화면

• URL : https://bit.ly/3CSpGF6

• 로그인 정보

– ID : 본인이 작성한 E-MAIL주소

– Username : 본인 이름 (EX:홍길동)

– 로그인 후, GST 클릭하고 유의사항 읽고 시험 진행

gtelp.goorm.io
https://bit.ly/3CSpG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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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용감독프로그램사용매뉴얼

※ 본 매뉴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한국지텔프와 주식회사 구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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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용 감독 프로그램 기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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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내사항

• 대상 : G-TELP Speaking IBT 지원자

• 일시 : 2021년 11월 30일 (오후 14시 30분 접속)

• 응시자용 감독 솔루션 사이트 접속

URL : gtelp.goorm.io

• 로그인 정보

– 아이디 : 본인이 작성한 E-MAIL주소

– 비밀번호 : 본인 생년월일 (EX:19920130 : 1992년 1월 30일)

– 로그인 → 대기실 입장 클릭 → 감독 프로그램 세팅

• 준비물

– PC : 웹캠이 있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크롬 브라우저 설치 및 실행 가능용)

– 스마트폰

– 마이크 기능이 내장된 헤드셋

(이어폰 단자가 1개인 노트북은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꽂지 않고 바로 녹음하시면 됩니다.)

대기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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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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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및 시험 개요

• 독립되어 있는 개인 공간에서 PC(노트북 또는 웹캠이 달린 데스크탑 권장)와

스마트폰을 보유한 상태로 테스트 응시

– 응시 프로그램 : 유선랜 또는 Wi-Fi를 통해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URL 접속

※ 반드시 응시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PC 모두 필요

※ 테스트 진행 전 응시 프로그램 접속 URL 사전 확인

• 테스트 일정 : ‘21. 11. 30. 오후 14시 30분까지 접속(화요일)

– 테스트 진행 전 감독관이 응시 환경을 점검하고 응시자의 본인확인 진행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테스트 환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험 시간 : 약 30분

※ 전체 문항 : 11개 Parts 30여개 질문

※ 평가기준 : Content(내용), Grammar(문법,) Fluency(유창도), 

Vocabulary(어휘), Pronunciation(발음)

시간표

• 테스트

21
11 30

테스트 진행 전 매뉴얼을 살펴보시고 테스트 준비를 완료해주세요.

응시 프로그램에 접속 후 응시환경 점검, 
감독프로그램 접속 후 대기

(매뉴얼과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3O까지
URL 접속 완료
(신분증 지참)

응시자 확인 완료 후 GST진행
G-TELP SPEAKING IBT 전형 실시

15:OO시험 시작
(약 30분 시험 수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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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브라우저 캐쉬 삭제 방법 ]  

→ chrome://settings/clearBrowserData 

주소를 크롬에서 주소창에 넣고 엔터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 왼쪽의 항목을 전체 선택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세요.

• 노트북 및 스마트폰의 위치 (예시 참조)

– 노트북 : 책상을 바라본 상태에서 안쪽 끝을 기준으로 30cm 정도 앞에 위치

– 스마트폰 : 

→ 응시자가 책상에 앉은 뒤, 몸 중앙으로부터 70cm 이상 오른쪽에 위치해야 함

→ 스마트폰 카메라는 응시자의 상체가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높게 세팅

→ 스마트폰의 카메라 각도는 반드시 PC 화면(모니터), 응시자의 얼굴, 응시자의 양손과

마우스가 모두 나오도록 조정해야 함

①

②

③

크롬 브라우저 캐쉬 삭제

• PC(노트북 또는 웹캠이 있는 데스크탑) 및 스마트폰

– 테스트를 응시하기 전에 크롬 브라우저의 캐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함

노트북 및 스마트폰 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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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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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 프로그램과 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URL에 접속을 완료한 상태이어야

테스트에 응시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시작 전 응시자용 안내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를 진행 중에는 안내 드리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메모지 사용 불가, 음식 섭취 불가 등)

• 테스트가 종료되기 전 중도 퇴장이 불가능합니다.

• 테스트가 진행되는 중에 자리를 벗어나시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문제의 경우 유출이 불가하며, 유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부정행위로 간주된 경우 즉시 퇴실과 함께 불합격 처리됩니다.

중요사항

※ 테스트가 진행될 때 화면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팝업 되는데,

반드시 [숨기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 팝업 창에서 [공유 중지]를 클릭하는 경우, 공유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테스트 진행 전 PC에서의 크롬 브라우저에는 G-TELP Speaking IBT 페이지와

관련된 탭만이 열려 있어야 하며 새로운 창을 열거나 아래 탭을 닫은 것이 적발될 경

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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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응시 프로그램(노트북 또는 웹캠이 있는 데스크탑)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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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테스트 진행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PC 모니터 화면과 웹캠 화면을 기록

– 안내에 따라 반드시 아래의 권한에 대해서 허용 필요

→ 모니터 화면 공유

→ 웹캠 화면 공유

※ 권한 허용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테스트 전 아래 링크 참고

https://help.goorm.io/ko/goormdevth-candidates/proceed-evaluation/screen-

webcam-permission

<1번> 대기실 입장

<2번> 각 환경 점검하기

<3번> 점검 완료 후 시험 입장

점검이 완료되면 (다시하기) 
완료되지 않으면 (점검하기) 가 나타남

모든 환경 점검 후 확인 -> 시험 시작

<4번> 시험 시간에 맞춰 시작 가능

응시 프로그램 접속 방법

https://help.goorm.io/ko/goormdevth-candidates/proceed-evaluation/screen-webcam-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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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감독 프로그램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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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프로그램에서 웹캠 테스트 진행 화면 공유 테스트 진행 모바일 카메라 테스트 진행

키보드 테스트 진행 신분증 촬영 후 제출 시험시작 전 대기

※ 감독 프로그램 화면은 창 닫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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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G-TELP Speaking IBT 테스트 진행 및 녹화본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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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감독 프로그램 화면으로 돌아와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채점 가능

• URL : https://bit.ly/3CSpGF6

• 로그인 정보

– ID : 본인이 작성한 E-MAIL주소

– Username : 본인 이름 (EX:홍길동)

– 로그인 후, GST 클릭하고 유의사항 읽고 시험 진행

감독 프로그램 세팅 종료 후

G-TELP Speaking IBT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
G-TELP Speaking IBT 진행

• 시험 종료 후 감독관 프로그램 페이지 하단의 ‘제출’을

필히 클릭하셔야 제출이 완료되어 채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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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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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中택 1

※ 사전 테스트 및 테스트 모두, 진행하는데 있어 본인확인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지참

※ 사전 테스트 및 테스트 진행 시, 제출한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하므로, 두 사진의 차이가 클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시험 진행 시 본인 확인 진행 절차 (아래 사진과 같이 접속 확인 페이지에서 신분증 촬영 진행)

– 시험보기 클릭 → 전체화면 설정 → 권한 허용 → 신분증 촬영

※ 반드시 성명, 사진, 생년월일 앞 6자리만 노출

• 브라우저 설치

– 크롬(Chrome) 브라우저 설치 필수

(크롬 브라우저 설치 : https://www.google.co.kr/chrome)

–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PC와 스마트폰 모두 크롬 브라우저 필수

기타 사전 준비사항

• 테스트 응시하는 공간 : 독립된 개인 공간

– 제3자가 출입해서는 안되며, 외부에서 응시자의 모습을 관찰 불가해야 함

– 테스트 진행 시 원활한 감독 진행을 위해 응시 공간 전체가 밝아야 함

※ 권장하는 장소 (예시) : 자택 개인방 / 사방이 벽으로 되어있는 공간 등

※ 불가능 장소 (예시) : 카페 / 강의실 / 조명이 어두운 장소 / 투명한 벽이 있는 공간 등

• 테스트 응시하는 공간의 구성

– 시험을 응시하는 공간은 최대한 간소하고 정리정돈 되어 있는 상태

– 옷가지 등이 벽에 걸려 있거나, 큰 상자 등의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정리

• 응시 공간에서 책상 위와 아래 상태

– 응시자의 책상 위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내된 준비물만을 배치하며 주변 책꽂이 등은 모두 정리

– 책상 아래에는 어떠한 물건이나 장비도 없도록 준비

김구름
000000 -

김구름
000000 -

https://www.google.co.kr/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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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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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환경 세팅

• 공간 : 독립된 개인 공간으로 PC는 유선랜 또는 Wi-Fi를 통해 인터넷(네트워크) 연결

※ 테스트 진행 시, Wi-Fi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진행함으로써 불안정한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환경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개별 점검 필요

(불안정한 경우,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PC 인터넷 환경 점검 : 업로드 속도 10Mbps 이상 권장

– 유선랜을 연결한 인터넷 사용 권장

※ [노트북 및 데스크탑] : 다수가 사용하는 Wi-Fi 또는 테더링의 경우 사용 불가

[스마트폰] : 모바일 감독 시 데이터사용이 발생합니다. Wi-Fi 사용은 가능하나

공공장소의 Wi-Fi 사용 등으로 인터넷이 불안정하여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한국지텔프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10Mbps 이상 권장)

• 응시 프로그램 : PC(노트북 권장) 활용 URL 접속

– 웹캠이 부착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필요

– 노트북 사용시 배터리 방전 예방을 위한 전원 연결 필수

※ PC 최소 권장사양 : CPU-i3이상, RAM 8GB이상

– 최신 버전의 크롬 브라우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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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준비

14

응시환경 세팅

• 작업표시줄

※ 기타 프로그램 사용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작업표시줄 숨기기 해제 필수

※ 아래 스크린샷 중 사용하는 OS에 맞춰 세팅 필요

• Window 사용자의 경우 • Mac OS 사용자의 경우(설정 및 예시)

Dock 상시 보이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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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준비

15

• 응시하는 동안에는 제3자가 출입해서는 안되며, 외부에서 응시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

– 테스트를 응시하는 공간은 전체적으로 환해야 함

• 브라우저 설치

– 크롬(Chrome) 브라우저 설치 필수

→ 크롬 브라우저 설치 : https://www.google.co.kr/chrome

→ 고급

→ 모든 항목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노트북 사용시에는 전원 연결 / 마우스/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 혹은 헤드셋만 연결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배선이 연결되어서는 안 됨)     

– 스마트폰은 응시자 상체가 촬영 가능하도록 거치하고 전원 연결 필수

– 응시 도중 노트북 및 스마트폰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전원 연결

– 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 추가로 사용 불가

→ 듀얼모니터 연결 해제

• Mac OS 사용자의 경우

– 크롬 브라우저가 화면 공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필수

– 화면 공유 설정을 못한 경우:

→ 설정

→ 공유

→ 화면 공유 ‘켬’으로 전환

→ 재로그인하여 설정 재실행

기타 사전 준비사항

https://www.google.co.kr/chrome


ANYONE CAN DEVELOP - 주식회사 구름

4. 진행 중 문제 발생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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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에서의 응시 프로그램 화면 우측 하단을 확인하여 1:1 문의하기를 클릭 후 문의 내용을 입력

• 문의하기를 진행하면 감독관이 안내를 해주며, 안내 사항에 따라 조치 수행

• 테스트 중 발생하는 모든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지시와 조치를 받아야 하며, 임의

행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양함

– 임의 행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PC에서의 응시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에서의 감독 프로그램이 끊어진 경우에는 다시 접속을

시도하기 바라며, 재시도를 진행하는데에도 계속 끊어질 경우 감독관의 지시 또는 안내 대기

문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 1:1 문의하기는 테스트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만 제한되어 제공됩니다.

•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용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 신분확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도중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을 통해 노출되며, ‘종’모양 버튼(알림)을 클릭

하여 언제든지 테스트 도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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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응시 프로그램(노트북 또는 웹캠이 있는 데스크탑)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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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정 : 문제 및 에디터 영역의 화면 설정

② 신분증 제출 : 제출한 신분증 확인

③ 웹캠 감독 : 웹캠 화면 확인

④ 화면 공유 : 스크린 감독 화면 확인

⑤ 스마트폰 감독 : 스마트폰 감독 QR 제공

⑥ 알림 : 테스트 관리자의 알림 확인

⑦ 내 정보 : 응시자의 계정 정보 수정

⑧ 제출 : 시험 종료 후 감독 프로그램에서

‘제출’ 버튼 클릭하고 종료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제 영역

에디터 영역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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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감독 프로그램(스마트폰) 설정 방법 예시

18

준비물주의사항스마트폰 설정 예시 - IOS

• 안전안내문자 OFF

: 설정 > 알림 > 아래 스크롤 내린 뒤 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 설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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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감독 프로그램(스마트폰) 설정 방법 예시

19

• 방해금지 모드

: 설정 > 집중 모드 > 방해금지 모드 > 방해금지 모드 선택 > 사람 > 전화 수신 허용 > 없음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스마트폰 설정 예시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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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감독 프로그램(스마트폰) 설정 방법 예시

20

• 방해금지 모드

: 설정 > 알림

> 아래 창의 방해금지

> 방해금지 선택

①

②

③

스마트폰 설정 예시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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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감독 프로그램(스마트폰) 설정 방법 예시

21

• 안전안내문자 OFF

: 설정 > 알림 > 고급 설정 > 재난문자 > 경보 허용/긴급 재난 문자/안전안내문자/진동 모두 해제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설정 예시 - 안드로이드



G-TELP SPEAKING IBT 
HOME EDITION

G-TELP Speaking IBT 응시자매뉴얼

※ 본 매뉴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한국지텔프와 주식회사 구름에게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이를 무단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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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Speaking IBT 응시자 테스트 페이지 접속

23

응시자용 감독 프로그램 설정이 끝난

수험자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필수)

• 테스트 응시사이트 접속 안내

– URL : https://dev.ibt.g-

telp.com/index.php/login/applicant

• 로그인 정보

– ID : 본인이 작성한 E-MAIL주소

– Username : 홍길동(본인 성함)

문제 영역

에디터 영역

G-TELP SPEAKING 시험 화면 안내 접속

https://dev.ibt.g-telp.com/index.php/login/applicant




시험진행 중 문의사항 발생 시 응시자용 감독 프로그램 오른쪽 하단에 ‘1:1문의하기’에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01

수험자는 부여받은 ID와 Username을
입력한 후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ID: 접수한 E-MAIL주소
NAME: 본인 이름



02

로그인-시험종류선택

수험자는 본인이 응시할 시험과목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로그인-개인정보확인

수험자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정보확인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오리엔테이션

수험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오리엔테이션

시험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험구성에 따른 PART별 특징 및 답변준비시간, 
답변시간 등을 확인한 후
우측 상단의 NEXT버튼을 클릭합니다.

06



07

오리엔테이션
IBT 화면 구성에 대해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08

오리엔테이션
시험 보기 전, 기자재 소리가 잘 나오는지,
소리크기는 적당한지에 대해 확인한 후,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09

오리엔테이션
시험 보기 전, 마이크 녹음이 잘 되는지,
소리크기는 적당한지에 대해 확인한 후,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IBT 시험에 관한 규정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우측 상단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오리엔테이션
시험을 시작하기 전 준비 페이지입니다. 
20초 후에 시험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2

시험화면-PART1,7

PART1, 7 문제는 원어민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유
형으로 생각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Direction 화면이 보여지며, 
해당 Direction 음성이 들립니다.



13

시험화면-PART1,7

PART1, 7 문제는 원어민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유
형으로 생각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Question 화면이 보여지며, 문제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문제 음성이 들립니다.



14

시험화면-PART1,7

PART1, 7 문제는 원어민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유형으로 생각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은 [삐]하는 비프음 소리시작으로
화면하단의 TIME 동안 별도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녹음이 진행됩니다.

이에 수험자는 화면 하단에 보여지는 시간동안 답
변을 합니다.



시험화면-PART1,7

PART1, 7 문제는 원어민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유형
으로 생각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 PART별 종료시 보여지는 Thank you 화면이며,
다음 PART로 자동 넘어갑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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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화면-PART2~11

PART 2,3,4,5,6,8,9,10,11 문제는
30초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며
1분 혹은 1분 30초 동안 답변시간이 주어집니다. 
(PART별 답변시간이 상이합니다.)

PART별 Direction 지문 및 그림이 보여지고
해당 음성이 들립니다.



PART 2,3,4,5,6,8,9,10,11 문제는
30초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며
1분 혹은 1분 30초 동안 답변시간이 주어집니다. 
(PART별 답변시간은 상이합니다.)

PART별 화면하단에 Preparation 시간이
주어집니다.

17

시험화면-PART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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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3,4,5,6,8,9,10,11 문제는
30초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며
1분 혹은 1분 30초 동안 답변시간이 주어집니다. 
(PART별 답변시간이 상이합니다.)

PART별 Question 그림 혹은 문제가 화면에
나옵니다.

시험화면-PART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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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3,4,5,6,8,9,10,11 문제는
30초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며
1분 혹은 1분 30초 동안 답변시간이 주어집니다. 
(PART별 답변시간이 상이합니다.)

답변은 [삐]하는 비프음 소리시작으로
화면하단의 TIME 동안 별도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녹음이 진행됩니다.

이에 수험자는 화면 하단에 보여지는 시간동안
답변을 합니다.

시험화면-PART2~11



PART 2,3,4,5,6,8,9,10,11 문제는
30초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며
1분 혹은 1분 30초 동안 답변시간이 주어집니다. 
(PART별 답변시간이 상이합니다.)

각 PART별 종료시 보여지는 Thank you 화면이며,
다음 PART로 자동 넘어갑니다.

20

시험화면-PART2~11



시험종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시험은 종료됩니다.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21



답안확인

수험자의 음성답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시험 종료 안내
시험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의 UPLOAD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을 종료합니다.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