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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01

수험자는 부여받은 ID와 Username을
입력한 후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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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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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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으로 생각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Direction 화면이 보여지며, 
해당 Direction 음성이 들립니다.



13

시험화면-PART1,7
PART1, 7 문제는 원어민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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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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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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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PART별 종료시 보여지는 Thank you 화면이며,
다음 PART로 자동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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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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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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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화면-PART2~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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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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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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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화면-PART2~11



시험종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시험은 종료됩니다.
우측 상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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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확인
수험자의 음성답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퇴실안내
시험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의 UPLOAD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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