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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실행

휴대폰에서 네이버 앱, 크롬, 사파리 등을 실행시키고 주소 입력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홈페이지 로그인

이동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3. 응시할 시험 선택

로그인 후 [응시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을 선택합니다.



4. 시험보기

선택한 시험의 모든 문제를 다 푼 다음 답안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4. 시험보기

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풀지 않은 문제 개수를 안내 하는 안내창이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정답이 체크되지 않은 문제를 모두 푼 다음 답안을 제출합니다.



4. 시험보기 - 주의 사항

시험문제를 풀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합니다.

① 주어진 제한 시간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② 문제의 오답 버튼은 틀린 답을 제외하는 버튼입니다.

정답을 체크하는 버튼이 아님을 숙지하세요.

③ 정답은 지문 내용을 눌러 선택하면 됩니다.

④ 문제간 이동은 이동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 됩니다.

⑤ 반드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답안 제출 버튼을

눌러 시험을 종료하면 됩니다.



5. 응시이력 – 응시이력 확인

응시이력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이 응시한 시험지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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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이력 – 통계 확인

응시이력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이 응시한 시험지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오답노트

오답노트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이 응시한 시험의 오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오답노트 – 오답문항 확인

오답노트의 검색 기능과 전체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오답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 검색은 난이도, 출제 과목, 시험유형별로 문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답문항 전체보기] [한 문제 씩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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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커뮤니티

커뮤니티 메뉴에서 전체 공지사항 및 1:1상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커뮤니티 – 1:1상담

로그인 홈화면과 커뮤니티 메시지 보기화면 하단에 있는 1:1 상담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상담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바로가기 만들기 –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다음과 같이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롬’을 실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①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

② 메뉴에서

‘홈 화면에 추가’ 선택

③ 바로가기 이름 수정

후 ‘추가’버튼 클릭



8. 바로가기 만들기 – 아이폰

아이폰에서 다음과 같이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파리’를 실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①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

② 메뉴에서

‘홈 화면에 추가’ 선택

③ 바로가기 이름 수정

후 ‘추가’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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