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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한국어능력시험 공고문

■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0년 1월 2일 ∼ 1월 29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 뉴욕한국교육원(460 Park Ave. 9th Fl., New York, NY 10022)

  ◦ 원서 접수 방법 : 개인-우편 또는 방문 접수/단체-책임자를 통한 일괄 접수

          ※ 우편 접수 시, 1월 29일 도착 원서까지 유효

  ◦ 응시 수수료 :TOPIK I: $20, TOPIK II : $30

                 (수표의 경우, 수신인 Korean Consulate General 또는 Cash)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 응시원서, 증명사진 2매(2×2), 응시수수료 

  ◦ 성적 발표 : 2020년 5월 21일(우편물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출력 가능

         

■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 2020. 4. 11. (토) 09:40~16:20 

  ◦ 시험 장소 : 뉴욕한국교육원 지정 5개 시험장 

  ◦ 시험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입실완료시간 시작 종료 시험시간 비고

TOPIK I 1교시
듣기 

09:10 09:40 11:20 100분 오전
읽기  

TOPIK II
1교시

듣기 
12:20 12:50 14:40 110분

오후쓰기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분

 

■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 유효신분중: 여권, ID 카드 (사진과 생년월일, 영문성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

  ◦ 응시자 유의 사항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듣기 시험 중에는 듣기 답안만, 읽기/쓰기 시험 중에는 읽기/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함.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은 유인물 참조
    - 시험 수준별(TOPIK Ⅰ, Ⅱ) 지원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시험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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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국교육원 지정 시험장 

 ※ 시험장 배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뉴욕 지역>

- 뉴욕한국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er)

         ( 460 Park Ave, 4 Fl, New York, NY 10022, ☎ 646-674-6051

<뉴저지 지역>

- 럿거스대학교( Rutgers University)

  (Rutgers University,  43 College Ave, New Brunswick, NJ 08901, ☎ 848-932-6496)

-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5 Carnegie Plaza, Cherry Hill, NJ 08003, ☎ 201-753-8563)

- 찬양한국문화학교 (PKCCC)

  (15 Cedar Grove Lane, Somerset, NJ 08873 ☎ 908-421-3882)

<펜실베니아 지역>

- University of Pennsylvania

  (255 S. 36th St, Philadelphia, PA 19104, ☎ 215-898-6049)

2020. 1.  2.

뉴욕한국교육원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욕한국교육원  ☎ 646-674-6051, nykoredu@mofa.go.kr) 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