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ON-LINE 필기검정 응시방법 안내

▣ 시행날짜: 매월(2회)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 시험 시작 및 발표 시간

구분 시험 시작 시험 종료 합격자 발표
커피바리스타 2급 10:00 10:50

시험 당일
14:00커피바리스타 1급 10:00 11:00

통합 10:00 11:20

▣ 인터넷 시험은 매킨토시, 아이폰 등도 호환 가능
▣ 응시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응시 가능
▣ 응시자는 처음 사용된 pc 또는 모바일로만 응시 가능(여러 대의 pc, 모바일로 동시 접속 불가)

[ 개인용 컴퓨터(PC)에 의한 방법 ]

-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홈페이지(http://www.ekcba.or.kr/)에 접속한다.
- 메뉴에서 ‘커피작격검정’으로 들어간다.
- 메뉴에서 ‘인터넷 필기 검정’으로 들어간다.



- 응시자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이    름: 반드시 응시자 본인 이름 기입
  생년월일: 1989년 1월 1일 생인 경우 -> 890101
  전화번호: 원서접수 당시 입력했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함

※ 필기 원서접수 당시 응시료를 납입했다면 수험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만약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료 미납 등의 사유로 수험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시험 당일  
   위 응시자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정보 없음’이 표시되며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10:00 이전이면 언제라도 입장하여 응시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서두르지 말고 시험 시작 10:00 이전에 미리 응시자 개인정보까지를 입력한 후 대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필기 검정일 오전 10:00에 ‘검정 시작’을 누르고 시험을 시작합니다.

※ 10:00 이전에는 검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10:00 정각에 맞춰 ‘검정시작’이라는 버튼이 컬러로 바뀌면서 활성화 됩니다. 이때 응시자는 컬러로   
   바뀐 버튼을 누르고 시험을 시작하면 됩니다.
※ 만약 10:00시 ‘검정시작’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키보드의 'F5'(휴대폰의 경우 ‘↺’ 표시)를     
   누르면 새로 고침 되어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디지털시계가 표시되어 남은 시간을 알려 줍니다.
- 문제지 확인 후 답안지에 답을 체크합니다.



※ 왼쪽에 문제를 읽고 오른쪽 답안지에 답안을 체크합니다. 체크된 답안은 자동 저장됩니다, 답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곧바로 정답이라 생각하는 번호를 클릭하면 수정됩니다.

※ 시험 도중 오류나 버그가 발생하여 다운 등이 발생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시 시험 절차를 진행하여  

   ‘이어하기’를 클릭하면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어하기’는 시험 시간 지각없이 정상적으로 입장한 응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어하기’를 통해 시험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 전 체크한 답안까지는 자동 저장되어 다음  

  문제부터 진행됩니다.

  (예, 8번 문제 답안 체크 후 문제가 발생해 ‘이어하기’로 진행할 경우 9번 문제부터 진행가능)

※ 답안 체크를 마친 경우, 맨 위로 올라가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제출하기를 누르면 시험지와 답안지 제출 여부를 묻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누른 경우 답안  

  수정이 불가능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누르면 답안 수정 가능)

※ 정해진 시험 시간 전이라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이 완료된 경우    

  재차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pc방, 사무실 등)의 pc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후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공공장소 모두 제출 후 로그아웃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험 시간내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종료시간에 맞춰 시험은 강제 종료되며  

  종료 시점까지 체크된 답안만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 제출하면 창이 닫히며, 합격자 발표 날짜와 시간이 공지됩니다.



※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면 창이 닫히면서 ‘검정 완료’로 메뉴가 바뀝니다.
※ 합격 여부는 통상 시험 당일 14:00 (오후 2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Mobile)에 의한 방법 ]

-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검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①)’을 검색한다.
※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홈페이지로 접속(②)합니다.

      



- 메뉴에서 ‘인터넷 필기 검정’으로 들어간다.

- 응시자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이    름: 반드시 응시자 본인 이름 기입
  생년월일: 1989년 1월 1일 생인 경우 -> 890101
  전화번호: 원서접수 당시 입력했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함

※ 필기 원서접수 당시 응시료를 납입했다면 수험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만약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료 미납 등의 사유로 수험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시험 당일  
   위 응시자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정보 없음’이 표시되며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10:00 이전이면 언제라도 입장하여 응시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서두르지 말고 시험 시작 10:00 이전에 미리 응시자 개인정보까지를 입력한 후 대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필기 검정일 오전 10:00 ‘검정 시작’을 누르고 시험을 시작합니다.

※ 10:00 이전에는 검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10:00 정각에 맞춰 ‘검정시작’이라는 버튼이 컬러로 바뀌면서 활성화 됩니다. 이때 응시자는 컬러로   
   바뀐 버튼을 누르고 시험을 시작하면 됩니다.
※ 만약 10:00시 ‘검정시작’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새로 고침(‘↺’ 표시)을 하면 검정시작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디지털시계가 표시되어 남은 시간을 알려 줍니다.

- 문제지 확인 후 답안지에 답을 체크합니다.



※ 왼쪽에 문제를 읽고 오른쪽 답안지에 답안을 체크합니다. 체크된 답안은 자동 저장됩니다, 답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곧바로 정답이라 생각하는 번호를 클릭하면 수정됩니다.
※ 시험 도중 오류나 버그가 발생하여 다운 등이 발생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시 시험 절차를 진행하여  
   ‘이어하기’를 클릭하면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어하기’는 시험 시간 지각없이 정상적으로 입장한 응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어하기’를 통해 시험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 전 체크한 답안까지는 자동 저장되어 다음  
  문제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예, 8번 문제 답안 체크 후 문제가 발생해 ‘이어하기’로 진행할 경우 9번 문제부터 진행가능)
※ 답안 체크를 마친 경우, 맨 위로 올라가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제출하기를 누르면 시험지와 답안지 제출 여부를 묻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누른 경우 답안  
   수정이 불가능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누르면 답안 수정 가능)
※ 정해진 시험 시간 전이라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이 완료된 경우   
   재차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pc방, 사무실 등)의 pc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후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공공장소 모두 제출 후 로그아웃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험 시간내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종료시간에 맞춰 시험은 강제 종료되며  
  종료 시점까지 체크된 답안만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 제출하면 창이 닫히며, 합격자 발표 날짜와 시간이 공지됩니다.



※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면 창이 닫히면서 ‘검정 완료’로 메뉴가 바뀝니다.
※ 합격 여부는 통상 시험 당일 14:00 (오후 2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앱(App)  설치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앱(App)을 다운 받으시면 검정웅시, 
합격자 발표, 세미나 정보, 공지사항, 활동 정보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Play스토어 앱

->

온라인 검정 시 응시자 주의 사항

- 위에서 시간이라 함은 한국표준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 pc나 모바일 자체 시스템 문제(버그,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검정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pc나 모바일 등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검정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 내용 외에 환불규정, 지각 응시생 불합격 처리, 부정행위자 처리 등등은 기존 필기시험 운영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관련 문의: 02)2298-8221, 02)2281-4001, 02)2291-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