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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인재개발원

주식운용능력평가 필기 시험 (S-MAT) 응시자용 매뉴얼



1. 온라인 IBT 시험 개요

1. 개요

1) 개인 독립 공간에서 PC를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필기시험에 응시

① 응시 프로그램 : PC 활용 인터넷 사용 환경 (유선랜 연결)에서 URL 접속

※ 본인 ID, PW 사전 숙지 필수

2) 준비물

가. 필수 : PC(CPU i3, RAM 8GB 이상) 및 노트북 / 노트북 충전기

나. 권장 : 유선 네트워크 환경

3) S-MAT(온라인 IBT 시험) 구성, 총 125분

※ 설문조사 9 문항 5분 / S-MAT 120분

① 주식시장의 이해 : 총 20문항 ② 주식분석 : 총 20문항

③ 주식투자 분석 및 전략 : 총20문항 ④법규와 윤리 : 총20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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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시 시작

2. 온라인 IBT 시험 진행 절차

① 응시환경 세팅 및 PC 상태 확인(인터넷 연결, 알람 및 팝업창 ON, 노트북 전원 연결)

② 응시(PC) url 접속 :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응시하기 진행

- 응시(PC) 순서 : 크롬 브라우저 실행 → 한국증권인재개발원 시험페이지 로그인→ 응시 정보(수험번호(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시험 응시페이지 연결 후 설문조사 및 시험 진행

* 부정행위 간주 사항

1) 타 사이트 접속 및 다른 프로그램 사용 금지.

2) 시험문제 유출 행위(문제 내용 메모 및 촬영 등)

3) 마우스나 액션(드래그 등)을 통해 번역 등의 기능 이용 금지

4) 시험 진행 중 타인과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경우

5) 타인이 대리 시험을 보거나 ,  타인과 논의해서 푸는 행위

6) 응시 및 감독 프로그램을 응시자가 임의로 종료하는 경우

7) 응시 및 감독 프로그램 외 다른 사이트(인터넷검색 ,  외부 IDE, 메시지 등)에 접근 하는 행위

8) 특수키 (Alt,  Ctrl기 ,  Windows Key 등)를 사용하여 답안 정보를 찾거나 검색하는 행위

9) 응시 공간에 본인 외 타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거나 시험 진행 중에 들어오는 경우





1. 온라인 IBT 시험 사전 준비 및 확인사항

응시환경

1) 주변 환경 :  개인 독립된 공간 준비

※ 불안정한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른 응시 상 불이익이 없도록 다수가 무선인터넷(Wi-Fi) 

환경을 공유하는 장소는 지양

2) 응시 프로그램 :  PC(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활용 URL 접속

※ PC 최소 권장 사양 : CPU i-3 이상, RAM 8M  이상

- 안정적 인터넷 사용환경(유선랜 또는 Wi-Fi 연결)  및 최신 버전의 크롬 브라우저 필요

※ 안정적 인터넷 사용 환경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유선랜 연결 권장

- 노트북 사용 시 응시 중 배터리 방전에 대비하여 반드시 전원 연결 필요

※ 인터넷(네트워크) 환경

- 부정행위 식별 위한 응시 중 고용량 영상 파일 실시간 전송 필요

→ 안정적인 인터넷(네트워크) 환경 필요(불안정할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① PC : 업로드 속도 5 Mbps 이상

- 유선랜 연결 인터넷 사용 권장, 테더링 사용 불가

* 사전에 인터넷(네트워크) 환경을 반드시 개별 점검

② 인터넷(네트워크) 속도 체크 : https://speedtest.net (네트워크 속도체크 가능 사이트)

3) 브라우저 및 어플 설치

① PC

- 크롬(Chrome) 브라우저 설치 필수

[운영체제(Windows 또는 MacOS)와 관계 없이 설치 필요]

※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https://www.google.co.kr/chrome

https://speedtest.net/
https://www.google.com/chrome


1. 기타 사전 준비사항

1) PC(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및 스마트폰

- 응시 전 크롬 브라우저의 캐쉬 삭제 필수 (chrome://settings/clearBrowserData)

① 고급 → ② 모든 항목 설정 → ③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노트북 사용시 전원 연결 및 마우스만 연결(거치대 사용 가능하나, 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함)

1. 온라인 IBT 시험 사전 준비 및 확인사항

<크롬 브라우저 캐쉬 삭제 방법>

시험 환경 권장 사양

PC 의 권장사양을 참고하여 시험 사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 UP/DOWN의속도확인은 speedtest.net에서확인가능합니다 .

PC

운영체제 Window 10 (64bit) MacOS10(64bit)

CPU QuadCore QuadCore

RAM 8GB 4GB

브라우저 Chrome(77버전이상)/Fi
refox

(66버전이상)

Network

PC
UP&DOWN 5Mbps

Mobile





1. 온라인 IBT 시험 진행 절차

URL 안내: https://smat.kr/member/login.php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

https://smat.kr/member/login.php


로그인 후 메뉴 [S-MAT시험] 하단에 [필기시험 응시안내] 버튼 클릭 후 화면 중간에
[필기시험 응시하기]클릭

1. 온라인 IBT 시험 진행 절차



응시번호 확인후 [필기시험 응시하기] 클릭

1. 온라인 IBT 시험 진행 절차



1. 온라인 IBT 시험 진행 절차

1) 응시 시간이 되면 응시하기 버튼을 눌러 설문조사 및 시험 시작

2) 우측의 답안 번호를 클릭하거나, 좌측의 문항 번호를 클릭하며 시험을 진행합니다.



제출완료 팝업창 확인



제출완료 팝업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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