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T 시험 응시 안내
(수험자는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JSST 시험 응시 방법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다음과 같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음성은 빨간색 글씨 부분).
음성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JSST 의 음성 안내

이것은 JSST, 일본어 회화 테스트입니다.
먼저 수험자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험번호 8 자리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전화에 대고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수험자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전부 10 문항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원이 아니신 분은 본인이 회사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하십시오. 답변 시간은
문제 1 번부터 8 번까지는 45 초, 문제 9 번과 10 번은 60 초입니다. 문제 9 번과 10 번은 15 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정확하고 큰 목소리로 답변하십시오. 각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일본어를
사용하여 답변하십시오.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15 초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초침 소리) 이제 답변하십시오. (답변 시간 60 초）

문제 10 문제 10 번은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하여 답변하십시오. 15 초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초침
소리) 이제 답변하십시오. (답변 시간 6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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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것으로 JSST, 일본어 회화 테스트를 마칩니다. 통화를 종료하십시오.

○ 시험 응시 주의사항

１．다수의 평가관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듣고 평가합니다. 시험 응시 중에는 조용한 장소에서
정확하고 큰 목소리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２．문제는 전부 10 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약 14 분입니다.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３．시험 중에는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피커폰 상태로 응시하면 주변의 소리가 더해져
답변 음성이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습니다.

４．시험 중에는 무음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음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답변 음성이
녹음되지 않습니다.

５ ． 마지막에 ‘통화를 종료하십시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해당 음성 안내를 들으신 후,
통화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종료하시면 수험자의 답변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시험 중의 금지행위

시험 중에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답변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등)
・사전 및 번역 도구를 사용하는 것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
・암기한 문장으로 답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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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답변 포인트

１．아무 말 없이 침묵하거나 대답을 포기하면 낮은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알아들은 단어 등을 고려하여 그 질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２．시험 전에는 일본어 말하기가 익숙해지도록 취미, 일, 가족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３．몸이 안 좋은 경우나, 주변 소리가 신경 쓰이는 장소에 있을 때는 시험에 응시하지 마십시오.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와 환경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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