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11월 26일(토)
온라인 비대면 평가시험

(※개인접수 신청자는 오프라인 고사장 없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샘플테스트 및 응시메뉴얼 안내

평가시험 운영본부

수험번호 확인하기[개인 및 단체접수 동일]

온라인 비대면 평가시험 [샘플테스트] 미리 해보기

구글 크롬에서 최적화 환경[구글 크롬 다운로드 후 설치 필수]

시험 과목 수학

시험 시간 오후 1:30 ~ 2:50

시간/문항 30문항/80분



구글 크롬에서 최적화 환경[구글 크롬 다운로드 후 설치 필수]

[온라인 평가시험 환경 안내]
1)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및 테블릿(아이패드 등)으로 응시 권장

※ 스마트폰으로 응시는 권장하지 않음.
(길이가 긴 문제가 있어 보기가 불편한 이유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등 폰의 구동환경 차이) 
특별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응시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 테스트 요망
→ 만약 스마트폰에서 문제 다운로드 등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면 스마트폰에서도 반드시 구글 크롬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2)구글 크롬 환경에서 진행(필요한 경우,아래의 웹 주소에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해 주세요)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받기 안내(1)

[구글 크롬]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구글 크롬]으로 검색

검색된 [구글 크롬] 클릭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받기 안내(2)

[구글 크롬 다운로드] 클릭 후
“실행”버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받기 안내(3)

바탕화면에 생성된
[구글 크롬]마크 두 번 클릭

[구글 크롬]창에서
설정된 새 페이지(새로운 창) 뜸

[구글 크롬]창의 새 페이지에서
www.kutest.co.kr

입력 후 들어와서 시험 응시

http://www.kutest.co.kr/


수험번호 확인하기[개인 및 단체접수 동일]

www.kutest.co.kr 홈페이지에서
[시험접수]-[접수확인] 클릭

http://www.kutest.co.kr/


[접수확인]에서 “세부 내용“ 입력 후 클릭



홍길동

온라인 비대면 시험관계로 [고사장]은 무시하시고
[수험번호]만 확인 후 메모 및 출력하세요

2022년 하반기(11월 26일)

19-005-10480
수험번호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메모 필수

온라인 비대면 시험이므로 고사장의 정보는 무시

(수험번호를 메모한 경우, 
온라인 비대면 시험이므로 “수험표 출력＂은 필요 없음)



온라인 비대면 평가시험 [샘플테스트] 미리 해보기

[공지사항] 및 [팝업]에서 [샘플테스트 미리 해보기] 클릭 후
로그인

아이디 = 수험번호 -예시) 1611122222

비밀번호 = 생년월일 –예시) 20150101



시험응시

클릭

화면 기능 상세 안내



시험 응시하기

클릭

화면 기능 상세 안내

샘플화면입니다



화면 기능 상세 안내

시험 시간

- 총 80분 및
남은 시간

정답 체크

“시험문제”
[이전]과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능

-”답＂기재 없이 이동 가능
-“답” 기재 없이 이동 시
화면 우측에서 확인 가능

“문항번호”와
본인이 체크한

“답”이 나옴

-”답＂기재 유무 체크 가능



화면 기능 상세 안내

단답식 정답

숫자로 기입



평가시험 마친 후

[제출] 

클릭 후 종료

- 화면 우측에서 최종 확인 가능



화면 기능 상세 안내

평가시험 마친 후

[제출] 클릭 후 화면

- 예 – 제줄 후 종료
- 아니오 = 돌아가기

“예”를 누르면 평가시험이
안전하게 최종 종료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