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자격시험(온라인 시험) 매뉴얼]
1. 파낙토스 홈페이지(www.panaxtos.com)의 교육센터 메뉴에서 ‘CBT 자격시험’ 클릭

※ CBT 자격시험은 홈페이지 로그인을 안해도 가능합니다.

2. ‘CBT 자격시험’ 화면의 설명을 반드시 확인한 후 ‘로그인’ 팝업창을 엽니다. 팝업창이 자동으
로 열리지 않을 경우, 화면의 설명을 참고하여 조치한 후 ‘팝업 다시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판
업창을 엽니다.

3. 로그인 팝업창이 나타나면 초기 본인인증을 위하여 ‘처음 오셨나요?’ 버튼을 반드시 클릭!

4. 아래 본인인증 화면에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인증 정보가 정확하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의 이메일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6. 본인의 이메일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임시 비밀번호 메일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매뉴얼 1번
과 2번 순서대로 다시 로그인 팝업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열려있는 로그인 팝업창이
있으면 해당 화면을 바로 여시면 됩니다.

7. 로그인 팝업창에서 본인의 이메일과 메일로 받은 비밀번호를 기입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발급 받으신 분은 차후 재 로그인할 때 다시 본인인증 과정없이
먼저 발급받은 비밀번호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0.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시험응시 준비화면이 나타납니다. ‘나의 시험 정보’에서 ‘자격시
험명’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시험의 ‘시험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이 진행됩니다.
※ 실수없는 시험응시를 위해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실전 시험 따라해보기’를 클릭하여 미리 테스
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왼쪽 하단의 ‘비밀번호 변경’을 기능을 통해 본인만의 비밀번호로 다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로그아웃이 됩니다.

[실전 시험 따라해보기 매뉴얼]
1. ‘실전 시험 따라해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험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래 화면은 시험 대기 화면이며 ‘남은시간’이 ‘0초’가 되었을 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3. ‘실전 시험 따라해보기’에서는 ‘0초’가 되면 아래와 같은 ‘시험응시 화면’에 대한 안내설명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하단의 화살표를 클릭하면서 안내설명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설명 마지막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의 화살표가 없어진 후 화면 아무곳이나 클릭하면 테스
트 시험이 진행됩니다.

4. 아래 하면은 시험 화면입니다. 화면 우측의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에 맞게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문제를 모두 푸신 후 ‘시험지 제출’을 클릭하면 테스트 시험이 종료됩니다.

5. ‘시험지 제출’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합격 / 불합격 판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응시 준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실제 시험 응시 매뉴얼]
1. 아래의 ‘시험응시 준비화면’에서 해당되는 자격시험의 ‘시험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래 화면의 자격시험명과 시험시간, 제한시간을 확인하여 본인의 해당 시험임을 다시 확인
합니다. ‘수험자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시험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아래 시험 대기 화면의 ‘남은시간’이 ‘0초’가 되었을 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응시 화면에 대한 안내설명 없이 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4. 실제 시험 화면은 ‘실전 시험 따라해보기’에서의 시험 화면과 동일합니다. 시험 문제를 모두
푸신 후 ‘시험지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이 완료되고 아래와 같은 합격 / 불합격 판정 화면
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응시 준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아래 ‘시험응시 준비화면’에서 응시가 완료된 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한 분에
한하여 ‘나의 자격 정보’란에 해당 자격증명이 나타납니다.

※ 실제 시험응시 전에 반드시 ‘실전 시험 따라해보기’를 통해 시험 테스트를 해보시를
권장드립니다. 시험 응시자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