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시험공고문(한국어)

제81회 한국어능력시험 공고
제8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 시행
◦ 시험 일시: 2022. 4. 9.(토) 09:40～16:20 (단, 입실완료 시간은 매 교시 시작 30분 전)
◦ 시험 장소
시험장소

주소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국제학교)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FIS)
An der Waldlust 15, 61440 Oberursel

함부르크
(함부르크 한인학교)

Staatliche Gewerbeschule
Museumstr. 19, 22765 Hamburg

튀빙엔
(튀빙엔대학교)

Abteilung für Koreanistik
Eberhard Karls Universität
Wilhelmstr. 133, 72074 Tübingen

◦ 시험 시간(독일 시간)
구분

교시

TOPIK I
(초급 수준)

1교시

TOPIK II
(중고급 수준)

1교시
2교시

영역
듣기
읽기
듣기
쓰기
읽기

입실완료

시작

종료

시험시간

비고

09:10

09:40

11:20

100분

오전

12:20

12:50

14:40

110분

15:00

15:10

16:20

70분

오후

◦ 성적 발표: 2022년 5월 19일 이후
◂성적증명서는 개인별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온라인 무료 출력
■ 원서 접수
◦ 원서 접수 기간: 2022. 1. 6.(목) ∼ 1. 18.(화) 17:00까지
◦ 제출물
◂응시원서(최신 여권용 컬러사진 2매 부착): 양식은 홈페이지(www.keid.or.kr)에서 다운로드
◂여권용 컬러사진 파일(jpg, 200KB, 354×472 픽셀): 이메일 제출
◂응시료: TOPIK I 35€, TOPIK II 40€ (계좌이체)응시료 인상
* 접수는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완료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의 경우: 편의지원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각 1부

◦ 접수방법
◂메일 접수: keid@mofa.or.kr (‘22. 1. 18. 17:00까지 도착에 한함)
◂우편 접수: ‘22. 1. 18. 17:00까지 도착에 한함
주소: KEID im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Lyonerstr. 34(Turm B / 13. OG.), 60528 Frankfurt/M
※ 수험표 절취선을 자르지 말 것!(접수된 수험표는 당일 고사장에서 배부됨)
◦ 응시료 입금 계좌 정보
Kontoinhaber: KEID
Kreditinstitut: KEB Hana Bank
IBAN: DE57 5241 0400 3202 0035 04
BIC: KOEXDEFA
Verwendungszweck : “TOPIK-응시자 성명”
■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 유의사항
◂사진은 최신 여권용 컬러사진 부착
◂성명은 모두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 독일어 움라우트 ä, ö, ü대신에 ae, oe, ue 사용
◂자르는 선 아래의 수험표는 고사장에서 다시 배부함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환 불가
◂응시료 환불 기간
- 2022. 3. 9.(수) 17:00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 응시료의 50% 환불
- 2022. 3. 9.(수) 17:00이후 환불 불가
◦ 시험 유의사항
◂시험당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 반드시 지참!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듣기/읽기 답안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쓰기 답안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으로 작성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 시험 관련 문의
◂☏ 069-9567 5231 (월~금 10:00~12:00, 14:00~16:00 Uhr)
◂이메일 keid@mofa.or.kr
◦ 듣기평가 예시 등 기출문제는 www.topik.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독일한국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