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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Microsoft 자격증 시험은 언제 만료되나요?
이벤트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증 시험을 예약하고 
응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Microsoft Virtual Training Day에 두 번 
이상 참석하면 전액 지원 시험을 두 번 이상 보나요?
아니요. 시험을 볼 수 있는 Microsoft Azure Virtual 
Training Day당 한 번의 전액 지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 부문 직원인 경우 전액 지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되나요?
예. 정부 및 공공 부문 직원은 시험을 볼 수 있는 Microsoft 
Virtual Training Day에 참석한 다음 전액 지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전액 지원 자격증 시험을 보기 전에 이벤트의 모든 
세션에 참석해야 하나요? 
예. 전액 지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받으려면 모든 
세션에 참석하고 Microsoft Virtual Training Day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 일정을 어떻게 재조정하나요? 
예정된 시험 24시간 전까지 시험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및 취소는 Microsoft Certification 
Dashboard 에서 가능합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Microsoft Virtual Training 
Day에 참석한 다음 받게 되는 전액 지원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이용 약관은 무엇인가요?
등록된 학습자가 여러 개의 예정된 시험을 참석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24시간 이상 전에 취소 
또는 재조정하지 못할 경우, 불참한 것으로 간주되며 
서드파티 파트너는 후속 시험에 등록하기 전에 예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예정된 시간에 치러지는 
각 후속 시험의 해당 예약금은 Microsoft의 서드파티 
파트너가 이용 약관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Microsoft 인증 시험의 표준 이용 약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ertification Exam Policies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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