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공고 제 20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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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관리사(CBM) 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방법 변경 공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블록체인관리사 자격시험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관리사(CBM) 검정관리본부는 1년여간 온라인 시험
시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응시자(수험생)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험으로
국제블록체인관리사(CBM) 자격시험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5회 CBM 시험부터 온라인 응시 방법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1. 2.1.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스마일스토리 대표이사

응시자 본인 확인

①

-아래-

정기 시험(필기+실기) 시작 10분 전, 응시자는 웹캠이 있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 접속하여
본인의 이메일로 받은 “ZOOM 회의참가 링크”에 접속하여 응시자 본인 확인을 한다.
(링크는 CBM 응시자가 글로벌 사이버평생교육원 응시하기(회원가입)에 기재한 본인의 이메일로
시험시간 20분 전에 발송됨)

②

회의 참가시 응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이름을 작성한다. <이름 작성 예: 홍길동(830401)>

③

회의에 들어온 후 본인 확인을 위해 좌측 하단에 있는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설정한다.

④

⑤

⑥

⑦
⑧

⑨

신분증을 들고 시험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캠에 5초 이상 보여준다.
(응시자 본인 확인용 신분증 촬영 샘플 이미지 참조)
ZOOM 고사장 화면을 켜 둔 채로, 응시자는 PC로
글로벌사이버 평생교육원 로그인>자격시험>응시자격 시험명 클릭
온라인상으로 시험시간에 맞춰 시험문제에 정답을 모두 체크한 뒤 시험 종료시간 이전에 문제
풀이를 완료한다.
정답 기입은 온라인상으로 체크 및 작성이 가능하므로 시험지를 출력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시험지는 한번 제출하고 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으니 종료 시 신중히 문제풀이 완료(제출) 버튼을
누른다.
시험 응시가 완료되면 ZOOM 고사장 화면을 로그아웃한다.

유의사항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는 모두 가린 신분증
나. 시험 장소는 개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장소는 불가)
다. ZOOM으로 시험 감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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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줌 입장 시 배경화면 X, 이름과 생년월일로 입장 : 홍길동(830401)
2) ZOOM 응시 시간 동안 화면은 녹화되어 향후 부정행위 의심 시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 ZOOM으로 시험 감독 중에 나가거나 화면이 꺼지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사항 확인, 에어플레인모드 전환)
* 시험 응시는 데스크탑, 노트북 PC만 허용하며 모바일 등 타 기기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카메라 용도의 모바일 기기 사용은 가능)
- 답안은 반드시 시험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초과 제출시 미제출 처리)
- 시간내에 제출했어도 최초로 제출된 답안만을 인정하며 그 이후에 제출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험시작 후 20분 후 부터에 시험지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Zoom 고사장 입장 시에는 다음과 같이 상반신 위로 캠을 고정하고 시험을 진행해 주십시오.
응시자 본인 확인용 신분증 촬영 샘플 이미지

주민등록증(뒤 7자리 가림)

운전면허증 (면허 번호 가림)

여권(여권 번호 가림)

올바른 예 : 모니터와 얼굴 일부(혹은 전체)가 나오는 경우 - 마스크 착용 금지 (오픈북 아님)

잘못된 예 : 모니터를 가리는 경우,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X

X

X

※ 문의 : 블록체인관리사(CBM) 검정관리본부 (☎ +82-2-2658-5119) 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