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은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 시험 유의 사항

시험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입니다.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

안내사항

1. 반드시 시험 권장 사양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시험 1일 전까지 사전 테스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속 되는지 확인

2. 시험장 입장은 크롬 및 사파리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PC : Windows 10 à Chrome(100 버전 이상) 크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러 가기!! 

MacOS à Chrome(100 버전 이상) / Safari (15 버전 이상) 크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러 가기!! 

• Mobile : Android à Chrome(100 버전 이상)

iOS à Chrome(100 버전 이상) / Safari (15 버전 이상)

3. 시험은 반드시 모니터 1개로만 응시 가능합니다. (듀얼 모니터는 입장 불가)

4. PC화면, 웹캠, 모바일의 화면 공유가 끊기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화면 공유가 끊기면 재연결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 화면이 보이면 재연결 후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끊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 입장하기 전 PC,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 및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 기기 재시작 후 다시 시도합니다.

6. 시험장 입장하기 전 반드시 사전 테스트 통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7. 시험 유의 사항 숙지 미숙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시스템 사양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다음은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 시험 환경 권장 사양

PC와 모바일의 권장 사양을 반드시 확인 후, 기기 및 환경 준비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

운영체제 Windows10 MacOS

CPU Intel i5 4세대 이상 / AMD R3 이상 Intel i5 4세대 이상

RAM 8GB 이상 8GB 이상

브라우저 Chrome(100 버전 이상)
크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러 가기!! 

Chrome(100 버전 이상) 
Safari(15 버전 이상)

크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러 가기!! 

화면 크기 1280 X 720 (배율 100% 기준)

PC

Mobile

운영체제 Android iOS

브라우저 Chrome (100 버전 이상)
Chrome(100 버전 이상)
Safari (15 버전 이상)

Network

PC
Up & Down 30Mbps

인터넷 속도 측정 하러 가기!!
Mobile



• 다음은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 Windows 시험 환경 권장 사양 확인하는 방법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

1. 아래의 상태 바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릅니다.

2. 오른쪽 클릭한 상태 표시줄이 나오면

작업관리자를 클릭합니다.

3. 작업관리자가 나오면 아래에 자세히를

클릭합니다.

4. 왼쪽 상단에 성능을 클릭합니다.

1

2

3



• 다음은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 Windows 시험 환경 권장 사양 확인하는 방법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

1. 성능을 클릭하면 자신의 컴퓨터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 다음은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 Mac OS 시험 환경 권장 사양 확인하는 방법
테스트 위드
유의사항

1. 왼쪽 상단에 을 클릭합니다.

2. 이 Mac에 관하여를 클릭합니다.

3. 자신의 Mac컴퓨터 사양을 알 수 있습니다.

1

2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웹캠 연결이 안 나올 때 [Windows 10]

1. 카메라 사용을 허용해 주세요.

1. 바탕화면의 시작 메뉴에서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2. 개인정보 à 카메라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3. 앱에서 카메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 항목을 켬상태로 설정합니다. 

1

2
3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마이크 연결이 안 될 때 [Windows 10]

2. 마이크 사용을 허용해 주세요.

1. 바탕화면의 시작 메뉴에서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2. 개인정보 à 마이크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3. 앱에서 마이크에 액세스하도록 허용 항목을 켬상태로 설정합니다. 

1

2
3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웹캠 및 마이크 연결이 안 될 때 [Windows 10]

3. 크롬 브라우저 카메라/마이크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1. 웹 주소 왼쪽에 있는 ,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카메라, 마이크 권한을 각각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3. 해당 페이지를 새로고침 합니다.

1

2

3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1. 웹캠 연결이 안 나올 때 [Mac OS PC]

1

2

3

4
• 카메라 권한 요청 (Mac OS 기준)

1. 에서 [시스템 환경설정]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클릭

3. 자물쇠를 클릭하여 변경 권한 얻은 후, 

카메라 권한 접근

4. Google Chrome 체크하여 카메라 권한

허용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2. 마이크 연결이 안 될 때 [Mac OS PC]

• 마이크 권한 요청 (Mac OS 기준)

1. 에서 [시스템 환경설정]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클릭

3. 자물쇠를 클릭하여 변경 권한 얻은 후, 

마이크 권한 접근

4. Google Chrome 체크하여 카메라 권한

허용

1

2

3

4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3. 브라우저에서 웹캠 및 마이크 연결이 안 될 때 (크롬) [Mac OS PC]

크롬 카메라/마이크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1. Testwith.co.kr로 이동합니다.

2. 웹 주소 왼쪽에 있는 ,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카메라, 마이크 권한을 각각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4. 해당 페이지를 새로고침 합니다.

1

2

3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4. 브라우저에서 웹캠 및 마이크 연결이 안 될 때 (사파리) [Mac OS PC]

• 카메라, 마이크 권한 요청 (Mac OS 사파리)

1. 사파리에서 [환경설정] 클릭

2. [웹사이트] 클릭

3. 카메라 클릭 후, 테스트 위드 웹사이트에

대한 카메라 허용

4. 마이크 클릭 후, 테스트 위드 웹사이트에

대한 마이크 허용

1

2

3

4

5

6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Android] 크롬앱에서 카메라/마이크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권한 설정

1.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앱 권한 허용 방법

(Android 버전마다 경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설정 à 앱 및 알림 à 앱 정보 à Chrome 선택 à 앱 권한으로 이동

2. 카메라, 마이크 권한을 각각 허용

앱 권한 설정 화면은 Android 버전마다 화면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음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고, 다시 QR링크로 접속하여 시험을 진행

1
2

3

4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Android] 크롬 앱에서 카메라/마이크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권한 설정

2. 일반적인 앱 권한 허용 방법

모바일 카메라 연결 페이지에서 크롬 앱의 카메라/마이크 접근 권한 요청 팝업 각각 허용

43

2

1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Android] 연결되었다가 갑자기 모바일 공유가 끊기는 경우

3.  백그라운드 앱 제거 방법

• 이미 열려 있는 백그라운드 앱이 많아 모바일 공유 중에 끊길 수 있음

• 백그라운드 앱을 모두 지운 후, 다시 접속

1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iOS] Safari에서 카메라/마이크 공유가 되지 않을 때

1. iOS Safari 설정 방법

1. Safari에서 열려 있는 모든 탭을 닫고 종료한 후, 다시 접속

2. 다른 와이파이 또는 셀룰러로 인터넷을 변경한 후, 다시 접속

3. 설정 à Safari로 이동 후, 아래 방법을 시도

• 방문 기록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

• 크로스 사이트 추적 방지 옵션 끄기

• 모든 쿠키 차단 옵션 끄기

1

2

3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iOS] Safari에서 카메라/마이크 접근 권한이 차단된 경우

2.  iOS Safari 설정 방법

• 설정 à Safari à 카메라 à 허용으로 설정

• 설정 à Safari à 마이크 à 허용으로 설정

• 설정 à Safari à 고급 à JavaScript가 켜져 있는지 확인

1
2

3

4
5

6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iOS] 이미 열려 있는 Safari의 다른 탭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3.  iOS Safari 탭 제거 방법

• 이미 열려 있는 Safari 탭에서 카메라 오류가 발생했던 경우, 해당 창을 닫으면 해결

• 모든 탭을 다 닫고 Safari를 종료 후, 다시 접속

1

2 2

2 2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iOS] 연결되었다가 갑자기 모바일 공유가 끊기는 경우

4.  백그라운드 앱 제거 방법

• 이미 열려 있는 백그라운드 앱이 많아 모바일 공유 중에 끊길 수 있음

• 백그라운드 앱을 모두 지운 후, 다시 접속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 다음은 시험감독 관련 문의 대응 관련

가이드 입니다.

[iOS] 모바일 공유 중 핸드폰 화면이 꺼진 경우

5.  iOS 화면 설정 방법

• 설정 à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이동 후, 자동 잠금으로 이동

• 자동 잠금 사용 안함으로 설정

1
2

장애 대응 및 해결 방안





1

1.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 목록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3. Q&A에서 질문 사항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

3

1. 영문 페이지로 변환이 가능하며 모든

페이지가 영문으로 전환됩니다.

2.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약관 동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본인 이메일로 [인증 요청]하여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

1



1

1.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2. 회원가입 시 입력한 메일로 본인 인증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정찾기 및 로그인

222



1. 마이 페이지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새 시험장 만들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시험 진행 상태에 따라 대기중, 진행중,

종료됨으로 표시됩니다.

6. 시험장 클릭 시 해당 시험장 감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 시험 목록 우측을 클릭하면 해당 시험의

[삭제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 ‘대기중’인 시험장을 삭제했을 경우 시험장

개수가 삭제한 시험장 만큼 늘어납니다.

5

7
6

4

메인 페이지
1 2 3



1.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탈퇴] 버튼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문의하기] 버튼으로 저희 회사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4. PRO 플랜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환급하기] 버튼이 생성되며 결제 후 7일

이내에 초대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5. WITH 플랜의 경우 3개월마다 결제가

진행되므로 다음 결제일이 표기됩니다.

6. WITH 플랜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플랜해지] 버튼이 생성되며 플랜 해지를

진행하였을 경우 다음 결제 예정일에 FREE 

플랜으로 변경됩니다.

마이 페이지

2 3

1

5

4

6



1. 계정은 기본으로 FREE 플랜에 가입합니다. 

FREE 플랜은 시험장 최대 2개, 시험

응시자 수 최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2. 문의 사항이나 상담을 원할 경우, 결제

페이지 하단 상담 문의로 연락 바랍니다.

결제 페이지



(1) 스마트폰 연동

응시자의 스마트폰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 녹화 유형

- AI 녹화 (부정행위 시 녹화)

- 전체 녹화 (시험 시작 ~ 종료까지 전체 녹화)

(3) 알림 유형 (다중 선택 가능)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시 어떠한 알림이

감독관에게 보일지에 대한 것을 선택합니다. 

(4) 과제 제출

응시자가 시험 종료 후 해당 시험에서 과제가

있을 시 제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응시자 자율 퇴실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 풀어도

자율적으로 퇴실할 수 있는 여부를 선택합니다.

(6) 문제 생성 옵션

- TestWith 출제 : 기존 방식의 출제

방식입니다. (한 문제 씩 생성, 엑셀 일괄

생성 가능)

- PDF 출제 : PDF 시험 파일을 업로드하여

시험장 생성

시험장 생성 (옵션 선택)
1

2

3

가입 플랜이 PRO 플랜일 경우 시험장의

초대 인원을 설정하면 총 초대권에서

감소되게 됩니다.

( FREE, WITH 플랜은 입력이 안 됩니다. )



1. [양식 다운] 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한 엑셀

파일을 [파일업로드]를 통해 추가합니다.

2. [생성된 시험장 문제 업로드] 버튼으로

메인 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은 시험장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시험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업로드] 버튼을 클릭

시 선택한 시험장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3. 해당 문제의 유형 선택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4. 문제 지문을 작성합니다. 수식 입력과

이미지 및 오디오 첨부가 가능합니다.

5. 문제의 보기, 정답, 배점, 이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술형 문제의 경우 배점만

입력하면 됩니다. (시험 시작 시 녹화 버튼이

생성됩니다.)

객관식의 경우 보기 입력에 따라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 4지선다의경우4개의보기및정답입력

3

4
시험장 생성

(TestWith 출제)

5

1

1

q_state c1~c5 ans qtype score

지문 보기 정답 객관식 배점

q_state ans qtype score

지문 정답 주관식 or 서술형 배점

주관식 or 서술형

객관식

양식 정보

2

q_state qtype score

지문 구술형 배점

구술형

2



시험장 생성
(PDF 출제)

1

2

3
1. 업로드할 PDF 파일을 선택합니다.

2. PDF 시험지의 총 문항 수, 문제 타입 (객관식, 

주관식 등), 정답, 배점 등을 일괄 업로드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업로드 가능

3. 수기로 정답 입력 시 총 문항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입력 후 수정 시

초기화됩니다.)

4. 각 문제의 유형, 정답, 배점 등을 입력해

줘야 하며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엑셀로 업로드 시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5. PDF 파일 업로드 및 문제 생성 완료 후

[완료] 버튼을 눌러 시험장을 생성합니다.

4



• 생성한 시험장에 들어간 후 좌측에 시험지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시험장이 대기중 상태인 시험장만 일정 변경

및 문제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1. [시험 일정 변경] 버튼으로 해당 시험장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추가하기] 버튼으로 문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 생성과 방법이 같습니다.)

3. 시험지(지문, 정답, 배점, 이미지, 오디오, 

객관식 보기 이미지) 수정 후엔 수정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수정 내용 저장]를

반드시 클릭합니다.

4. 해당 문제를 삭제합니다.

1

1

3

2 3

3

3

4

시험지 관리
(TestWith 출제)



시험지 관리
(PDF 출제)

1 2 3

1

2

3• 생성한 시험장에 들어간 후 좌측에 시험지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시험장이 대기중 상태인 시험장만 일정 변경

및 PDF 파일 변경, 정답 수정이 가능합니다. 

1. [시험 일정 변경] 버튼으로 해당 시험장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PDF 파일 변경] 버튼으로 변경할 PDF의

화면을 보고 [PDF 변경] 버튼 클릭 시

PDF가 바뀌게 됩니다.

3. 시험장 생성 시 입력했던 정답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정이 완료된 경우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1. 초대할 응시자의 이름과 이메일 입력 후

[항목추가] 클릭하여 초대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수험번호가 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엑셀 파일을 통해 여러 응시자들을 일괄 등록하시려면, 

[엑셀 양식 파일 다운로드]를클릭하여 받은 양식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후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

일괄 등록합니다. 수험번호가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초대 메일 전송 완료한 응시자 초대 완료 목록입니다. 

초대된 응시자에게메일을 재전송하거나삭제가

가능합니다.

4. 응시자들에게 메일을 전송하며 메일 내용은 초대

메일 편집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초대 메일을

한국어 또는 영어 버전으로 선택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고정입니다.)

5. PRO 플랜의 경우 해당 시험장의 응시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PRO 플랜만 가능하며

시험 시작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1

2

3

4

응시자 초대

5



1

2

4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응시자 분배를 위해
감독관을 초대하는 페이지입니다. 

• 감독관 없이 출제자 본인이 감독할 경우
감독관을 따로 초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초대할 감독관의 이름과 이메일 입력 후

[항목추가] 를 클릭하여 초대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2. 엑셀 파일을 통해 여러 감독관들을 일괄

등록하시려면, [엑셀 양식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받은 양식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후

[엑셀 파일 업로드]를통해 일괄 등록합니다.

3. 이미 초대 완료한 감독관을 선택하여 [삭제]

및 [재요청]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4. 대기열에 대기 중인 감독관들에게 메일을

전송합니다. 메일 내용은 초대 메일

편집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3

감독관 초대



• 출제자가 초대한 감독관에게 몇 명의

응시자를 할당할지 정하는 페이지입니다.

1. 총 응시자 수는 초대한 응시자 수입니다.

2. 감독관에게 할당되지 않은 응시자 수는

감독관에게 인원을 분배하고 남은 응시자

수입니다.

(해당 인원은 출제자가 실시간 감독합니다.)

3. 각 감독관들에게 할당할 인원을 입력한 후

저장하여 인원을 분배합니다.

• 출제자는 모든 응시 인원을 관리하지만

감독관에게 할당되지 않은 인원만 실시간

감독(AI 감독관)이 가능합니다.

1

3

2

감독관 관리



1. 응시자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클릭 시 사진이

확대됩니다.

2. 응시자의 이름 또는 이메일을 클릭하면, 

확인된 응시자 또는 확인 대기 응시자로

이동합니다. (단, 응시자가 얼굴 사진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요청중’인경우 이동이

불가합니다.)

3. 가운데 좌우 화살표 버튼을 통해 응시자 일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응시자의 얼굴 사진이

없거나 ‘요청중’인 응시자는이동하지

않습니다.

4. [재등록 요청] 버튼을 누를 시 응시자들에게

재등록 요청 메일을 전송하고 ‘요청중’ 상태로

전환되며 얼굴 사진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시작된 경우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5. 요청 중인 응시자는 응시자가 얼굴

재등록을 완료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1

3

응시자 관리

2

4

4



2

시험장 감독 (AI감독관) 1

2

3

5

3

76

4

1. [부정행위자] 클릭 시 부정행위 의심 응시자들만

확인 가능합니다.

2. 한 페이지 당 인원수를 설정 후 [이동] 클릭 시

페이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보고 싶은 페이지 입력

후 [이동]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ex. 총 30명에서 한 페이지에 12명으로 지정 시

총 3페이지로 나눠집니다.)

3. 스마트폰 연동했을 시 버튼을 클릭하여

응시자의 PC와 Mobile 화면을 바꿔가며 볼 수

있습니다. 

4. 버튼 클릭 시 각 응시자에게 개별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의 화면 클릭 시 해당 응시자의 마이크

소리를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 시 음소거로 되어 있습니다.)

6. :  응시자의 실시간 모니터 화면

:  응시자의 실시간 웹 카메라 화면

: 응시자의 모바일 카메라 화면 (연동 시)

7.   응시자들을 확인 후 버튼 클릭 시 해당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전체응시자]클릭 시 확인 가능)

※ 응시자의 실시간 화면은 응시자가 시험장

입장 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응시자 화면

6

6



시험장 감독 (채팅)

• 채팅 기능 ON / OFF (출제자만 가능)

1. 채팅 기능을 끄고 싶을 때, 스위치 버튼을

클릭하여 채팅 OFF 시킬 수 있습니다.   

채팅 OFF 시 응시자에게 채팅이 보이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올리기

1. 채팅 버튼을 클릭

2. 공지사항 클릭

3. 공지사항 입력 후 [공지] 버튼 클릭 시

시험 보는 전체 응시자한테 공지가 갑니다.

• 채팅하기

1. 응시자가 출제자 및 감독관에게 문의

메시지를 남겼을 경우 알림이 옵니다.

2. 응시자 클릭하여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하여 응시자 채팅방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

2

3
2

3

1



1. 부정행위 횟수가 표시되며, 실시간으로

부정행위 시 붉은색으로 알림이 됩니다.

2. [AI 감독관] 클릭 시 [AI 감독관]

페이지로 넘어가며 응시자들의 실시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화면]은 응시자의 모니터

화면을 [실시간 감독]은 응시자의 웹

카메라 화면을 스마트폰 연동 시

[모바일 화면]으로 응시자의 모바일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4. 응시자의 화면 클릭 시 해당 응시자의

마이크 소리를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 시 음소거 상태입니다.)

5. 응시자의 화면 연결이 안 될 경우

강제로 스트리밍 재연결 할 수 있습니다.

6. 실시간으로 응시자에게 경고 메시지와

부정행위 판정 여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응시자를 해당 시험에서 강제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 응시자 화면 및 실시간 감독 등은

응시자가 시험 중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시험장 감독

3

응시자 화면 실시간
감독

6

2

1

4

5
5



• 응시자를 클릭할 경우, 응시자 상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모니터링 결과에 응시자의 부정행위 기록이

표시되며,녹화 영상에서 [PC] or [모바일]을

클릭하여 부정행위 녹화 영상을 확인합니다.

1-1) 부정행위 시 웹캠, 모바일 화면을 녹화합니다.

1-2) 특수키, 화면이탈 시 모니터 화면을 녹화합니다.

2. 부정행위 체크 후 [결과 저장]을 할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저장됩니다.

3. 제출 정보에 응시자의 답안과 자동 채점된

결과가 표시됩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의 경우

자동 채점은 되지만 출제자가 직접 정답 확인

후 점수를 입력합니다. 구술형 문제의 경우

[녹화 완료] 버튼 클릭 시 응시자가 녹화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여부가 표시되며, 판정 결과를

저장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시험장 감독(상세조회)

2

3

1



시험 결과

1

2

1. 응시자의 이름 및 수험번호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를클릭하여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 클릭 시 시험 결과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2. 각 응시자를 클릭 시 해당 응시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험장 생성 시 과제 제출 옵션을 ON 했을 시

응시자들이 제출한 파일을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정답을 맞혔어도

점수는 0점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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