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이용 테스트 
 
테스트 관리자 가이드 



 

© 2011 Pearson Education, Inc. or its affiliate(s). Page 2 of 6 

1. 소개 

피어슨 컴퓨터 이용 테스트 (CDT)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은 Ordinate 언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테스트 관리자로 하여금 버슨트 (Versant) 언어 테스트를 테스트 센터 컴퓨터에 전달할수 있게 하고, 

채점을 위해 끝마친 테스트를 업로드 할 수 있게 합니다. 
 

본 가이드는 CDT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센터 컴퓨터 환경 설정  

 테스트 다운로드 방법 

 테스트 진행 방법 

 

본 가이드는 귀하께서 테스트를 치를 각 컴퓨터에 CD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만약 설치 과정을 끝내지 못했다면 CDT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DT 설치 

가이드는 피어슨 웹사이트 www.VersantTest.com/technology/platforms/cdt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테스트 센터 컴퓨터 환경 설정 
 

테스트를 치기 전에 컴퓨터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준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스텝을 포함합니다: 

 

 화면 해상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마이크가 작동하는지, 볼륨이 올바르게 설치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테스트 용량에 맟추어 인터넷 접속 대역폭을 확인하십시오.  

2.1 화면 해상도 설정 확인.  

 

1. Control Panel (제어판)를 여십시오. 

2. Control Panel (제어판)에서 Display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십시오. 

3. Settings (설정) 탭 키를 클릭하십시오. 

4. Screen Area (화면) 의 화면 해상도를 점검하십시오. 적어도 1024 x 768 은 되어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에는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화면 해상도를 최소 조건 이상으로 조정하십시오.  

 

2.2 마이크 볼륨 수준 확인 
 

Windows (윈도우) XP 와 Windows (윈도우) 7 의 마이크 볼륨은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로 

인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Windows Vista (윈도우 비스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마이크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Start Menu (시작메뉴)에서 검색 창을 찾으신후 Speech Recognition Option (언어 확인 

옵션)을 입력하신후 Enter 를 누르십시오.  

2. Speech Recognition Options Window (언어 확인 옵션 창)에서 Set up microphone (마이크 

설치)를 클릭하십시오.  

3. 주어진 설명대로 따르신뒤 Next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4. 마이크에 대고 화면에 나타난 문장을 읽으신후 Next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versanttest.com/technology/platforms/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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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nish (마침)을 클릭하심으로써 마이크 볼륨 조정을 마칩니다. 

 

2.3 예상 테스트 용량을 위한 대역폭 확인  

 

CDT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다음 테스트를 끝 마친후 답변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를 위해 테스트 센터에서 동시에 시행할 예정 테스트 분량을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인터넷 접속 대역폭을 갖춘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 합니다. (참고: 실시간 모드 

이외에도 CDT 는 사전에 테스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후에 접속하여 결과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테스트 센터가 충분한 인터넷 

대역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Bandwidth Considerations for Versant Computer Delivered 

Testing” (버슨트 컴퓨터 이용 테스트를 위한 대역폭 확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 테스트 다운로드 방법 
 

CDT 소프트웨어가 각 컴퓨터에 설치되고 환경 설정이 구성된 뒤 테스트가 치뤄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테스트 응시응시 번호 (TIN)가 입력 되어야만 적합한 시험 

자료들이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TIN 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1. 테스트를 스케줄 하기 전에 TIN을 사전에 설치해 놓기: 테스트 관리자로서, 테스트를 스케줄 

하기 전에 컴퓨터에 테스트를 사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면 이 방법을 권합니다. 

a. 인터넷 접속 속도나 성능이 우려되는 경우.‡ 

b. 동시에 같은 테스트를 여러 컴퓨터에 실행할 예정일 경우.‡ 

c. 테스트 도중 인터넷 접속이 않되는 컴퓨터에 테스트를 실행해야할 경우. (예를 들면, 

외진 장소에서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실행할 경우) 
 

2. 주문식 TIN 다운로드: 인터넷 접속을 계속 유지할수 있고 실행할 테스트의 용량을 감당할 충

분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면 시험 응시자들에게 TIN을 제공하여 테스트 시행의  첫 절차로 

TIN을 입력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자료들이 t주문식으로 실시간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들이 테스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다운로드가 마쳐져야 할 것입니다.  
 

‡ 실행할 테스트 양에 맞는 충분한 대역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Bandwidth Consideration for Versant 
Computer Delivered Testing” (버슨트 컴퓨터 이용 테스트를 위한 대역폭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같은 TIN 이 여러 컴퓨터에 다운로드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 TIN 이나 배치가 잘못된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었다면 피어슨 고객 서비스 센터 (+1 650-470-3503 이나 support@pearsonkt.com)로 

연락하여 컴퓨터로부터 TIN 을 풀어야합니다.  

 

3.1 시작하는 방법 
 

1.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데스크탑의 CDT Client 아이콘을 두번 클릭하여 시작하십시오. 

3.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Menu (메뉴)를 누르십시오. 

4. Administration (관리자)를 클릭하십시오. 

5. 관리자 환경설정을 위해서 ScoreKeeper (스코어키퍼)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후 

Enter 를 누르십시오. 만약 ScoreKeeper(스코어키퍼) 사용자명과 비밀번호가 없다면 고객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mailto:support@pearsonkt.com


 

© 2011 Pearson Education, Inc. or its affiliate(s). Page 4 of 6 

3.2 테스트를 스케줄 하기전에 TIN 을 사전에 설치하는 방법 
 

테스트는 배치나 테스트 응시 번호 (TIN)를 통해 사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메뉴에서 Download Tests (테스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2. 테스트 배치 전부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 

a. Batch Key (배치) 키 탭을 클릭하십시오.  

b. 주어진 공간에 알파벳과 숫자로 된 배치 키를 입력하십시오. (참고: 배치 키는 스코어키퍼

의 배치에서 Test Materials (테스트 자료) 링크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c. Enter 를 클릭하면 CDT 가 그 배치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TIN 을 다운로드 할 것입니다.   

3. 여러 배치 중에서 개별적인 테스트 응시번호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 

a. TIN(s) 탭키를 클릭하십시오. 

b. 개별 TIN 이나 여러 TIN 을 쉼표로 띄어 입력하십시오. 

c. Enter 를 클릭하십시오. 

 

3.3. 주문식 TIN 다운로드 
 

주문식으로 테스트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들에게 TIN 을 제공하고 테스트 진행의 첫 

절차로써 TIN 을 입력하도록 지시해야합니다. 

 

1. CDT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어진 박스에 TIN을 입력하고 Enter 를 클릭하십시오. 

2. 그후에 TIN이 다운로드 될것입니다. 다운로드 진행표시가 나올것입니다. TIN이 다운로드 되

는 동안 CDT를 종료하지 마십시오. 

3. TIN이 완전히 다운로드 된뒤 CDT는 헤드폰 체크가 화면에 나올것입니다. (말하기 시험은 마

이크 체크가 나올것입니다.) 

 
3.4 테스트 보기 

 

컴퓨터에 테스트를 다운로드 한 뒤, 해당된 컴퓨터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유효한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메뉴에서 View Tests (테스트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2. 유효한 테스트의 숫자가 귀하의 기록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3. Refresh TIN List (TIN 목록 재생)을 클릭하여 스코어키퍼에 있는 목록과 로컬 컴퓨터에서 

더 사용할수 있는 테스트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4. 테스트 시행 방법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테스트 관리자나 시험 응시자는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의 초기 

화면에 유효한 테스트 응시 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1. CDT를 시작하고 초기 화면으로 가십시오. 

2. 시험 응시자에게 TIN을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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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응시자는 주어진 공간에 TIN을 입력하고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 Enter를 클릭합니다.  

 

만약 TIN 이 사전에 설치 되었다면 음향 체크를 시작으로 테스트는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설치 되지 않았다면 테스트가 시작할 수 있기 전에 TIN 이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4.1 음향과 마이크 체크 

 

테스트가 시작할 때마다 시험 응시자들은 음향 체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두 시험에서는 마이크 

볼륨 체크를 시행할 것입니다.  

 

1. 시험 응시자들은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말하기시험의 경우에는 헤드셋을 필기 시험을 위해

서는 헤드폰을 쓰라고 지시될 것입니다.  

2. Next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3. 시험 응시자들은 한 문장을 들으면서 볼륨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볼륨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도중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볼륨을 조절 할수도 있습니

다.  

4. Next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5. 말하기 시험에서는 시험 응시자들이 마이크에 대고 한 문장을 읽으면서 마이크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6. 만약 CDT가 마이크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오류 메세지가 뜰 것입니다. 

지시를 따라 마이크 체크를 마치십시오. 마이크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마이크가 시험 응시자들의 답변을 제대로 녹음 할 수 없다면 테스트 점수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류 메세지가 계속 뜬다면 CDT를 종료시키고 마이크 

볼륨과 기능을 컴퓨터의 오디오와 마이크 제어 장치에서 확인 하십시오. (2.2 부분 참조) 

7. 음향과 마이크 체크가 끝마친 뒤 테스트가 시작될것입니다. 
 

4.2 테스트를 끝 마치는 방법 
 

테스트를 끝마친 뒤 프로그램은 응시자들로 하여금 Finish (마침)을 클릭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만약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 되어있다면 Finish (마침)을 클릭함으로써 테스트 답변들이 자동으로 

버슨트 시스템에 채점을 위해 업로드 될것입니다. 참고: 만약 시험 응시자가 Finish (마침)을 클릭하기 

전에 CDT 를 종료시킨다면 테스트가 완료되지 못하며 채점을 위해 답변이 업로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 접속이 테스트 도중 끊어지게 된다면 관리자는 인터넷에 다시 접속하여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를 열어 답변 파일들이 채점을 위해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든 

답변들이 업로드 될때까지 CDT 를 열어 놓으십시오. 완성된 테스트 현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화면 오른쪽 위편에 위치한 Menu (메뉴)를 누르십시오.  

2. Administration (관리자)를 클릭하십시오. 

3. 관리자 환경설정을 위해서 스코어키퍼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후 Enter 를 클릭하

십시오. 스코어키퍼 사용자명과 비밀번호가 없으시면 고객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4. View Tests (테스트 보기) 부분에서 Refresh TIN List (TIN 목록 제생)을 클릭하십시오. 

5. “Sessions” (세션)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만약 채점을 위해 업로드 되어야할 테스트들이 남아

있다면 이곳에 목록이 적혀 있을것입니다. 만약 “No local session/response” (로컬 세션/답

변 없음)이 보이시면 모든 테스트들이 완성되고 업로드된 것이므로 CDT를 종료하셔도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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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채점 확인 
 

테스트 점수는 음성 파일들이 성공적으로 버슨트 시스템에 제출된 이후, 몇 분 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를 보기 위해서는 www.VersantTest.com 에 가셔서 스코어키퍼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십시오.   
 

5.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부분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support@pearsonkt.com 

이나 +1 650-470-3503 으로 기술 지원팀에 연락주십시오.   

 
5.1 마이크 오류 

 

Windows (윈도우) XP 와 Windows (윈도우) 7 사용자의 마이크 볼륨 레벨은 CDT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될 것입니다. Windows Vista (윈도우 비스타) 사용자들은 2.2 부분의 스텝을 따라 

마이크 볼륨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볼륨 레벨이 확인되었지만 오류 메세지가 지속적으로 뜬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화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마이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 마이크가 해당 컴퓨터와 사용 가능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를 종료시킨뒤 Control Panel (제어판)으로 가십시오. Sound and Audio 

Devices (소리와 오디오 기구)를 선택하시고 Voice (소리) 탭 키를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 

Test Hardware (기구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화면에 나온 절차들을 따라 마이크가 올바르

게 작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  
 

5.2 테스트 다운로드  
  

테스트를 다운로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1. 배치 키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 키는 12자리 알파벳 및 숫자로 된 코드로써 각 

배치마다 독특한 것입니다.  배치 키는 스코어키퍼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List Batches (배치 

목록)>> (각 배치의)Test Materials(테스트 자료) 

2. 배치에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가 없습니다. 만약 배치가 벌써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었다면  

그 TIN을 사용하기 전에 TIN 목록을 재생하여 가장 최근의 사용되지 않은 TIN 목록을 확인하

기를 권장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TIN 만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될것입니다.  

3. TIN(s)이나 배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TIN이나 배치 전체가 벌써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스코어키퍼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셔서 배치 목록에 가십시오. >> 점수 보기에서 Click here 

to see a list of all tests in this batch (이 배치의 모든 테스트를 보기 위해 클릭하십시오)를 

선택하여 TIN(s)나 배치들이 사용되지 않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5.3 채점이 지연될 때 
 

테스트 점수는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끝 마치고 답변이 버슨트 테스트 시스템에 업로드 된지 몇 분 

이내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5 분 이내에 점수를 볼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상태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를 종료하신뒤 

인터넷에 재접속하시고 CDT 클라이언트를 여십시오. 테스트는 자동으로 버슨트 테스트 시

스템에 업로드 되며 점수는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버슨트 테스트 시스템이 짧은 서비스 정기 점검 중일 수 있습니다. 고객 매니저에게 연락하

셔서 정기 점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언제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오. 점검이 끝

난뒤 점검 중에 시행된 테스트들은 업로드 된 순서대로 채점될 것입니다. 

http://www.versanttest.com/
mailto:support@pearsonk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