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어슨뷰 시험센터 이용방법

Cisco 시험 및 피어슨 뷰에서 응시 가
능한 IT 계열 시험들은 본 매뉴얼의 방

식과 유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korea.pearsonvue.com/ - 응시자 - 응시자 홈 - Cisco Systems 입력 후 하단의
Cisco Systems 링크 클릭

http://www.pearsonvue.com/cisco/
해당 사이트로 접속되면 Pearson Vue 아이디가 있을 경우
Sign in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Pearson Vue 아이디가 없을 경우 Crea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영문 이름의 경우 여권처럼
정부에서 발행된 신분증에 적힌
영어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름을 잘못적거나 오타가 있을경우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이메일의 경우 피어슨뷰의 소식 및 본인이 응시한 시험에 관한 내용이
발송되오니 반드시 수신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성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유형
2. Country/Region of Residence
3. City/District
4. Address 1
5. 전화
6. 휴대폰 번호

응시자의 정보에 맞게 작성바랍니다.
영문 주소의 경우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영문주소변환’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이용가능합니다.



연락 언어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아직 한국어의 공식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가입시에는 English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지원예정



해당 페이지의 내용은 기업 응시자
혹은 Cisco 파트너쉽을 가진 이용자에
한해서 해당 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응시자분들은
잘 읽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선택사항)

미해당 응시자의 경우 다음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어슨뷰에서 사용할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 이름은 반드시 영문 및 숫자로
6자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의 경우 대소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어슨뷰의 계정 및 비밀번호 분실시 찾는데 사용하는 보안 질문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응시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 답변으로 작성바랍니다.



코리아 IT 아카데미 피어슨뷰 시험센터의 경우
모든 시험이 ‘시험 감독관이 있는 시험’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페이지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있는 시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CCNA 시험의 경우 시험코드는 200-125 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응시자가 응시할 시험 과목을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적으면 하단에 그에 관련된 시험이 뜨며 응시할 시험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이하 “CCNA”)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응시자가 시험을 볼 때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시험 진행 시 문제들이 영어로 나오며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면 시험 진행 시 문제들이 일본어로 나옵니다.

그 외의 언어는 미지원입니다.



응시자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어떤것인지 언어 옵션은 어떤것으로 선택하였는지
확인하는 페이지 입니다.

일종의 장바구니 페이지이며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 시험 예약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피어슨뷰의 모든 시험은 시험 주관사의 통화로 결제되므로 미리 해외결제 가능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가능 카드: Master, Visa, America Express(AMEX)



해당 페이지에서는 응시할 시험센터를 찾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테스트 센터 찾기에서 사진에 입력된 주소를
입력하시면 코리아 IT 아카데미가 1순위로 나오며
하단의 테스트 센터 부분에 체크한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 부터는 시험 응시 날짜를 선택하고 시험 대금 결제를 위한 부분입니다.
응시가 가능한 날짜는 해당 페이지의 달력에 표시되며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 한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시험 대금 결제를 위한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코리아 IT 아카데미 피어슨뷰 시험센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험센터가 운영됩니다.

시험 날짜 및 시간

매주 토요일
AM 09:30 ~ 11:30
PM 14:00 ~ 16:00



날짜 선택까지 완료되면 결제 진행 전에 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잘 확인한뒤 결제 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응시자 본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응시자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니 신중히 확인바랍니다.



시험 클라이언트인 Cisco의
응시 관련 규정 매뉴얼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확인 한 뒤에 하단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 대금 결제 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결제에 사용할 카드의 정보를
기입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America Express(AMEX), VISA, 
Master

JCB도 지원하나 가급적이면 위의
3종류의 카드를 이용바랍니다.



결제 시 청구에 사용될 주소입니다.
해당 주소는 반드시 응시자 계정을
생성할때 기입한 주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소를 이용시 응시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