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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응시 안내 

시험 응시에 
앞서 

• 다음 링크로 가서 Versant CDT (컴퓨터용 테스트)의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http://www.versanttest.com/technology/platforms/cdt/index.jsp. 

• 먼저, 이 시험 안내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설명된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사전을 이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면 형태의 시험지를 받으셨다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Windows가 설치된 컴퓨터와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셋이 
필요하며, 시험응시 동안 방해를 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헤드셋이 제대로 컴퓨터에 연결이 되었는지, 또 볼륨이 꺼져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시험 시작  • 시험을 시작하시려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CDT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십시오. 
더블클릭 후, 화면에  Versant CDT client (시험화면)이 나타납니다.  

• 화면에 시험응시번호 를 입력하시고, "Enter"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녹음된 안내 내용에 따라 오디오 볼륨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Versant 말하기 시험에서는 안내에 따라 마이크의 볼륨상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Versant 쓰기 시험 에서는 마이크 볼륨상태 확인 과정이 없습니다. 

• 말하기와 쓰기 시험 섹션을 모두 포함한 시험에서는 마이크 볼륨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오디오와 마이크 볼륨상태 확인이 완료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시험 화면을 종료하게 되면 채점이 불가하며, 이미 사용된 
시험응시번호 는 다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응시 중 • 헤드셋의 마이크를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입 가까이에 고정시키십시오. 답을 말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만지지 마십시오. 

 
 
 
 
      
 

• 모든 질문 내용에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대답하십시오.  

• 질문 내용에 적절히 답할 수 없을 때에는 침묵하시거나 "I don't know"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 중에는 메모를 하거나 시험지에 필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가 완료되면 "Finish" 버튼을 누르시도록 자동 안내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Finish" 버튼을 누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점이 지연됩니다.  

• CDT client 화면이 귀하의 시험 응시내용을 업로드하는 동안 화면을 닫지 마십시오.  

• 희망시 시험 마지막 부분의 선택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인적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시험응시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