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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
으로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홈페이지
(www.ikpe.or.kr) 접속
- PC, 노트북도 가능

2. 회원가입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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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연령에 따라 학생
회원, 일반회원 가입진
행

4. 담당교사 가입회원은 추
천인(담당교사)에 담당
교사 성명, 연락처를 기
입한 회원의 접수현황
및 성적조회 가능

5. 회원가입 유형 선택후 이
용약관, 개인정보 제공
및 정보수신 동의에 모
두 동의 체크 후 다음단
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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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가입 아이디는 응시
자가 사용 가능한 이메
일 입력

7. 비밀번호 숫자, 영문, 특
수기호를 모두 포함한 6
자리 이상으로 설정

8. 프로필사진은 기기에 저
장된 사진 업로드 또는
카메라앱 선택후 사진촬
영으로 등록가능

9. 모든 항목 내용 기입후
가입버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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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입터치후 본인확인을 위한 이메일 인증 진행
11. 가입시 아이디로 등록한 이메일 접속후 인증코드 복사, 붙여넣기로 인증 또는 인증링크주소 터치후 인증하기 완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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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가입 완료



국가공인 검정시험
고사장 CBT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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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고사장 CBT시험(태블릿PC)접
수 배너 터치

2. 단계별 응시 급수 및 응시 가능한 지역 고사장 선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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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최신사진 등록
4. 할인혜택 적용은 응시자의 추천인(담당교
사) 성명, 연락처 모두 기입해야 적용됨

5. 응시 정보 최종 확인후 결제수단 선택후
결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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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 완료되면 신청 완료 7. 접수신청내역은 홈페이지 고객지원의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8. 고사장 CBT시험 수험표는 시험일(D-day) 1주일 전부터 출력가능 활성화



국가공인 검정시험
고사장 CBT시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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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 본인의 아이디(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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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치하여 신청접수한 시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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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치하여 신청접수한 시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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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선택후 대기실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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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시작시간이 되면 시험시작버튼 터치후 응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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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종료시까지 남은 시간이 상단에 표시되며, 정답은 보기를 터치하면 체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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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답을 체크한 문항은 파란색으로 표시됩 (주관식은 공백없이 숫자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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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 문항 풀이후 검토하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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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풀이후 문항 응답상태 후 최종 제출하기 터치
시험시간이 남아도 제출가능, 시간종료시 자동 제출됨



10. 최종확인 메시지 확인후 제출하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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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 종료 화면이 나타나면 앱종료 터치 -> 최종 시험 정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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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격발표일에 고객지원 성적확인을 통해 합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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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DF다운 가능한 무료 자격증서 양식
13. 고객지원의 자격증 발급신청 메뉴를 통한 유료자격증
신청가능



국가공인 검정시험
CBT시험 고사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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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CBT시험 고사장 부착물 부착후 검정시험 방역지침에 따라 응시자 체크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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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사실 응시생 거리두기 좌석배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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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시작전 고사실별 CBT(태블릿PC) 시험 로그인 화면으로 준비 (수험표에 응시자 아이디(이메일)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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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사실별 감독관 시험진행 보고서 작성(응시자, 결시자 체크리스트), 한국평생교육평가원으로 시험종료후 회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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