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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대역폭 요구사항 

피어슨의 컴퓨터 이용 테스트 (CDT)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으며 버슨트(Versant) 테스트를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  CDT 응용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다운로드 및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귀하의 조직 IT 

환경에서 피어슨 시스템에 외부적으로 접속되는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테스트를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CdtClient.exe 프로그램 (버슨트 컴퓨터 이용 테스트에 사용 되는 응용 프로그램) 이 

https://www.VersantTest.com/... (포트 443) 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1. 내부 네트워킹 접속 확인 
 

많은 조직의 IT 환경은 엄격한 네트워크 접속 및 보안 통제를 시행합니다.  CDT 의 설치를 위해 귀하의 

IT 팀은 먼저 CDT 가 실행될 컴퓨터 내부 네트워크에서 피어슨 시스템으로 외부적인 접속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방화벽, 독특한 네트워크 라우팅, VPN 및 보안 액세스 키를 포함한 다른 이유들에 의해 

이러한 접속이 방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CdtClient.exe 응용 프로그램이 CDT 가 실행되는 내부 

컴퓨터에서 https://www.VersantTest.com/... (포트 443) 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뿐만이 아닌 CdtClient.exe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접속 할 수 있어야합니다.   

 

2. DNS 서버 확인 
 

만약 귀하의 내부 네트워크의 CDT 에서 피어슨 시스템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Failure to connect to server” (서버 접속 불가능) 오류가 발생할 경우, DNS 해상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가 www.VersantTest.com 서버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컴퓨터의 브라우저가 www.VersantTest.com 으로 접속, 연결될수 있는 경우, 고객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IT 혹은 네트워크 팀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고객의 컴퓨터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 프록시 또는 다른 특별한 환경설정을 

사용하지 않는지 브라우저를 확인하십시오 

 

2. CdtClient.exe 를 실행하는 고객 컴퓨터에서 어느 DNS 서버가 DNS 조회를 다루는지 알아보십시오.  

 

3. 이 DNS 서버들이 일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두 같은 환경설정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또한 

DNS 서버가 www.VersantTest.com 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고객의 컴퓨터에서 www.VersantTest.com 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추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5. Windows (윈도우)가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 의 DNS 해상도를 차단하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예: Windows<윈도우> 방화벽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3. 프록시 서버, 방화벽 및 게이트웨이 

 

만약 귀하의 회사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한다면, http://www.VersantTest.com (IP 주소: 

209.133.27.8) 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만약 http://www.VersantTest.com 으로 ping(핑)과 경로추적 명령을 완료하는데 계속 문제가 있다면, 

http://www.VersantTest.com (IP 주소: 209.133.27.8) 을 귀하의 외부 방화벽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입력하여 직접접속을 허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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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피어슨은 고객의 컴퓨터에 여러 설정을 검사하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DT Client (CDT 클라이언트)의 구조와 작용면에서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고객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URL: 

http://www.VersantTest.com/technology/platforms/cdt/SystemProfiler.exe 에서 다운로드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십시오.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두 개의 시작 (Start)과 

저장(Save) 버튼이 있습니다.  “Start” (시작)을 클릭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화면 해상도, DNS, CDT 서비스 

연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몇가지 검사를 할것입니다. 결과를 저장 하려면 “Save”(저장) 을 클릭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거나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역폭 확인 
 

만약 CDT를 귀하의 테스트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면, 테스트 진행 도중 혹은 진행 전에 테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몇 대의 테스트 컴퓨터가 사용 되느냐, 인터넷 연결속도, 언제 테스트를 다운로드 하느냐 

하는 요인들이 피어슨 채점 시스템에 전송되는 데이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DT 테스트가 

진행될 각 테스트 센터에 요구되는 대역폭을 아래의 차트에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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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e-loading:  사전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Test stations:  테스트 스테이션 

Connection:  연결 

Cable Modem: 케이블 모뎀 

 

테이블 1.  만약 테스트가 사전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테이블에 표시된 녹색 환경설정이 작동할 것입니다.  

붉은 환경설정은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할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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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re-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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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re-loading:  사전에 설치된 경우 

Test stations:  테스트 스테이션 

Connection:  연결 

Cable Modem: 케이블 모뎀 

 

테이블 2.  만약 테스트가 사전에 설치된 경우, 테이블에 표시된 녹색 환경설정이 작동할 것입니다.  붉은 

환경설정은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할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주십시오. 

support@pearson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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