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2013                       Korean - CBT FAQ 2013 

 

 

컴퓨터로 보는 시험- 자주 묻는 질문 

 Computer Based Test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컴퓨터로 보는 시험 (컴퓨터 시험) 센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Where are the computer-based 

testing (CBT) centres located?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원)에서 Pearson VUE라는 업체와 계약하여 컴퓨터 시험 센터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Pearson VUE는 전세계적으로 시험 센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험 센터에서 시험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제공합니까? Will the CBT centre provide all the 

equipment I need for the exam?  

예, 본 센터는 시험원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자료를 모두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내가 시험 볼 컴퓨터 시험 센터의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How will I know the location of the 

CBT centre where I will take the exam?  

시험원 시험 응시자는 각자 틀림없이 본인이 선택한 컴퓨터 시험 센터를 예약해야 합니다. 

일단 예약이 되면, Pearson VUE에서 확인 이메일을 보낼 것이며 그 이메일에 당신이 예약한 

컴퓨터 시험 센터의 위치가 있습니다. 

 

Pearson VUE와 예약할 때,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When I make my appointment with Pearson VUE, 

will I need to pay a fee?  

아니요. 당신은 예약할 때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는 시험원 시험을 필답 고사로 응시했으며 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왜 예약이 그렇게 늦게 잡혔나요? In the past, I took the 

IBLCE exam by paper and pencil administration and the exam started at 9:00 AM. My appointment is for 2:00 PM. 
Why is my appointment so late in the day?  

컴퓨터 시험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당신이 응시하게 될 그 컴퓨터 

시험 센터에 시험원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컴퓨터 시험 센터는 영업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예약하는 시험의 지속시간에 입각하여 예약을 받습니다. 시험원 시험 

응시자 중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시험을 시작할 것이고 다른 응시자는 뒤늦게 보게 됩니다. 

 

컴퓨터 시험 센터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What can I expect when I arrive at the CBT 

centre?  

당신은 컴퓨터 시험 센터에 2 종류의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최소한 하나는 당신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시험 센터에 도착하면, 당신은 시험 센터 감독관에게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Pearson VUE는 전문직 시험 센터의 견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비디오 견학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원에서 손바닥 정맥 스캔 (palm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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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손바닥 정맥 스캔 부분의 비디오는 

무시하여 주십시오. 

https://www2.pearsonvue.com/testtaker/signin/SignInPage.htm?clientCode=IBLCE  
http://www.pearsonvue.com/iblce/ 
 
 

Pearson VUE에 예약할 때, 기록 상 이름과 성만 있습니다. 나의 증명서에는 중간 이름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When I made my appointment with Pearson VUE, they had 

only my first and last name on record. My ID card shows my middle name too. Will this be a problem?  

이것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Pearson VUE 직원은 시험원에 응시자의 

중간 이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시험 센터에 몇 시에 도착해야 하나요? What time should I arrive at the CBT centre?  

예약 시간 15-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What will happen if I am late for my appointment?  

만약 늦는다면, 당신은 실격이므로 시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시험 당일 응급 상황이 있어서 예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What if I have an emergency on the 

day of the exam and cannot make my appointment?  

당신은 지역 이사 (Regional Director)와 연락하여 그 돌발상황 및 당신의 선택방법을 상세히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 도중 물이나 간식이 허용됩니까? Will I be allowed to have water or a snack during the exam?  

당신은 컴퓨터 시험 센터에 병에 담긴 물 그리고/또는 약간의 간식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과 간식은, 지갑이나 배낭, 핸드폰, 기타 소지품과 함께, 지정된 개인물품 보관함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시험 센터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Will I be allowed to take a break to use the restroom?  

예, 화장실 사용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사용으로 소요된 시간을 보충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How long will I be given to take the exam?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시험원 시험을 어떤 언어로 보는지 그리고 시간을 조정하였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시험원에서 당신에게 입실 허가서 (admission letter)를 보내며 이것으로 

당신은 당신의 시험 시간을 알게 됩니다. 이 입실 허가서는 또한 시험 시간이 2 개 이상의 세션 

(session)으로 분할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정된 휴식 시간이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미 읽거나 해답한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까? Will I be allowed to go back and review 

questions that I have already read and/or answered?  

https://www2.pearsonvue.com/testtaker/signin/SignInPage.htm?clientCode=IBLCE
http://www.pearsonvue.com/ib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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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당신은 각각의 시험 세션 (session)의 문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험이 

하나의 세션으로 되어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문제를 어느 것이든 검토하여도 됩니다. 만약 

당신의 시험이 2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당신은 각각의 시험시간의 문제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첫째 시험시간의 문제를 제출하면, 그 문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컴퓨터로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요?  

I've never taken an exam by computer. Can you tell me what to expect?  

Pearson VUE는 응시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사용지침 및 시험 연습 (tutorial and practice 

exa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지침 및 시험 연습은 특히 시험원 시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당신에게 잘 알려줄 것입니다. 만일 Mac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본 사용지침이 Mac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http://www.pearsonvue.com/iblce/ 
 

컴퓨터 시험 센터에서 시험 점수를 알려주나요? Will the CBT centre give me my exam score?  

아니요. 시험원은 10월 말 웹사이트에 당신의 합격/불합격 결과를 게시할 것입니다. 시월 말 

같은 날에, 시험원은 당신에게 점수 보고서를 우송할 것입니다. 

http://www.pearsonvue.com/ibl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