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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홈페이지 내 '컴퓨터화시험 안내' 메뉴 개설 및 'iOS용 튜토리얼 앱'
배포 안내
1.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및 제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시원은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화시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컴퓨터화시험 응시 대상자가 새로운 방식의 시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컴퓨터화시험 응시자 앱의 다양한 기능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도록
iOS 기기(아이폰, 아이패드)용 ‘튜토리얼 앱’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응시 대상
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컴퓨터화시험 응시 대상자 및 관련기관 등이 컴퓨터화시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시원 홈페이지에 ‘컴퓨터화시험 안내’
메뉴를 개설하였으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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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시원 홈페이지 내 <컴퓨터화시험 안내> 메뉴 개설
1) 개설일시 : 2016.12.30.(금)
2) 접속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접속(http://www.kuksiwon.or.kr)
￭ <시험안내> 페이지 클릭
￭ 상단 메뉴 우측에 위치한 <컴퓨터화시험> 메뉴 클릭
3) <컴퓨터화시험 안내> 메뉴 확대 계획
￭ 일정 : 2017년 하반기
￭ 내용 :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한 튜토리얼 앱 사용 및 모의시험 응시 기능
추가 예정
4) <컴퓨터화시험 안내> 배너 게재 요청
￭ <컴퓨터화시험 안내> 메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각 대학
관련 학과 홈페이지에 [붙임]파일의 배너를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컴퓨터화시험(SB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제작 배포

1) 배포일시 : 2016.12.30.(금)
2) 배포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내 <컴퓨터화시험 안내> 메뉴에서 시청 가능
3) 주요내용
￭ 컴퓨터화시험 진행 절차
￭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준수사항 기준 등
다. iOS 기기용 튜토리얼 앱 배포
1) 배포일시 : 2016.12.30.(금)
2) 배포방법 : iOS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
3) 설치 가능 기기 : iOS 기기(아이폰, 아이패드)
※ 안드로이드 기기용 튜토리얼 앱은 2016년 3월 배포 완료
4) 배포된 튜토리얼 앱 설치 방법
￭ iOS 기기를 와이파이 등으로 인터넷에 연결
￭ iOS 기기에서 ‘App Store’ 앱 실행
￭ 검색창에 ‘SBT’를 입력하고 검색
￭ 검색된 앱 중 ‘SBT 튜토리얼’ 선택 및 설치
붙

임 : 컴퓨터화시험 안내 배너.zi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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