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음악이론 

시험 셋업 추천 가이드 

이 문서는 온라인 음악이론 시험을 셋업하고 치르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알려줄 것

이다. 이 문서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동영상 가이드를 보완하고 있다. 

1. 수험자는 ‘Start Music Theory exam’을 클릭하여 자신의 ABRSM 계정으로부터 RP Now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이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보안 확인을 완성한다. 이는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비허가 프로그

램 또는 앱들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은 수험자가 계속하도록 승인하기 전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끄도록 유도할 것이다. 

3. ‘ID 사진 제시’로 명명된 화면의 수험자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고 촬영한다. 

⚫ 승인 가능한 모든 신분증 서류 목록에 대해, ABRSM 수험자 신분증명서 정책을 확

인한다. 

⚫ 온라인 음악이론 시험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수험자 신분증명서 양식은 여기서 찾

을 수 있다. 

4. 수험자는 오직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어야 하며, 다음을 확실히 한다: 

⚫ 신분증은 수험자의 사진과 완전한 이름(이전에 ‘시험 응시자 정보 섹션에서 입력했

듯이)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 화면의 흰색 사각형 박스 안에 맞춘다. 

⚫ 명료하고 초점이 맞도록 한다. 

                    

 

 

 



 

 

 

5. 시험 환경인 시험 장소 스캔을 마치고, 녹화물에 다음을 보여 주었는지 확실히 한다: 

⚫ 모든 사방 벽 그리고 노트북/모니터 뒤를 포함한 전체 시험 장소 

⚫ 노트, 핸드폰 또는 다른 제한된 물건들을 치웠는지 보여주기 위해, 수험자가 시험을 치

르는 책상 또는 표면. 만약 (소파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시험을 치른다면, 시험을 치를 

전체 공간, 그리고 모든 비허가 물건들을 치웠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 책상 주위 바닥, 그리고 책상 밑면 

⚫ 수험자가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빈 종이 

 

시험장소 촬영이 요구되었을 때 만약 수험자 컴퓨터가 너무 커서 360도 시험장소 촬영이 어렵다

면, 수험자 또는 성인책임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시험장소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웹캠에 

이를 재생한다. 우리가 시험장이 시험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장 스캔 녹화분은 반드시 

시험 셋업 중 시험장 스캔 도중에 행해져야만 한다. 

6. 수험자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다음을 확실히 한다: 

⚫ 수험자의 얼굴이 화면의 흰색 박스 안에 있다. 

⚫ 우리가 사진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조명이 적절하다. 

                

7. 그 다음 수험자는 클릭이 필요한 자신의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지시를 받을 것이다. 

8. 시험 시작 시 화면에 자신의 빈 종이를 보여주는 등의 상세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본정보를 

읽는다. 

9. 시험을 완료한다. 

10. 시험 전체적으로, 카메라에 수험자가 보여야 하고, 다음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을 명심한다: 

⚫ 수험자는 가능한 어디서나 카메라를 계속 고려한다. 

 

⚫ 감독관이 수험자를 볼 수 있도록, 시험 전체적으로 조명이 적절하게 유지된다. 



 

 

 

 

 

11. 만약 수험자가 모든 승인된 휴식 (필수적이라면 한번의 화장실 출입 허가) 시 시험 장소를 

떠나야 할 때 또는 시험 환경에 일어난 변화에 관련된 또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할 필

요가 있을 때, 수험자는 카메라를 향해 크게 변화에 대해 말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시험 후 

검증 과정 (post-exam quality assurance processes)의 일부로서 녹화, 검토, 그리고 인증될 

것이다. 

12. 시험 종료 시 ‘end test’ 버튼을 선택하고 ABRSM에 자신의 답안을 제출하기 전, 카메라 앞

에서 자신의 연습지를 찢는다. 

2021년 7월 21일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