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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시험개요 

 

１．목적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 한국어의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보급을  

확대한다. 

○한국어 능력을 측정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학 또는 취직 등에 활용시킨다. 

 

２．수험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한국어 학습자의 또는 한국 대학 유학 희망자 

  －국내외 한국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의 취직 희망자 

    －국내외 학교에 재학 중 또는 졸업한 자 

  －장학금 등의 신청서류 제출을 위해 

－한국 영주권 및 비자 발급 희망자 

 

３．시험일 

  제 53 회 2017 년 07 월 16 일(일요일)  10：00～16：20 전국 14 개소 

 

４．시험 시간 

급   수 입실시간 시험 시간 

TOPIKⅠ(듣기+읽기) 09：30 10：00 ～ 11：40 (100 분) 

TOPIKⅡ 
1 교시(듣기＋쓰기) 12：30 13：00 ～ 14：50 (110 분) 

2 교시(읽기) 15：10 15：20 ～ 16：30 ( 70 분) 

 

5．원서접수기간 

  제 53 회 2017 年 3 月 21 日～4 月 14 日 필착 

 

6．접수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ref.or.jp)에서 온라인 신청 

  －편의점 접수, 신용카드 및 편의점 결제 

  －원서우송 

(〒351-0199 日本郵便㈱和光郵便局 郵便私書箱 第 3 号 韓国語能力試験願書 受付事務局)  

 

7．수험료 

  －TOPIKⅠ：3,500 円、TOPIKⅡ：4,000 円、TOPIKⅠ+TOPIKⅡ：7,500 円  

  ※단체할인 폐지 



8．시험구분 

 ○한국문화의 이해 및 유학 등의 학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한국어능력의 측정 및 평가 

   -시험 수준: TOPIKⅠ、TOPIKⅡ 

   -시험 등급: 6 개 등급(1 – 6 급) 

 

9．출제개요 

 ○출제의 기본방침 

 －한국어의 구사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한다. 

 －평가목적과 평가내용으로 영역별 특성을 살린다. 

 －평가범주 및 평가내용을 균형 있게 다룸 

 －한국 전통 및 현대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한국 국내·외의 한국어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광범위하게 참조하여 출제한다. 

 －특정언어권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문장은 피한다. 

 －출제된 문제를 반복 사용하지 않는다. 

 

 ○등급별 평가기준 

등  급 평 가 기 준 

TOPIK 

Ⅰ 

1 급 

자기소개, 쇼핑, 음식점에서의 주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일상적인 화제의 내용을 이해, 표현할 수 

있다. 800 어 정도의 기초적인 어휘와 기본문법을 이해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2 급 

전화나 부탁 정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나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회화가 가능하다. 1,500～2,000 어 정도의 어휘를 

사용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TOPIK 

Ⅱ 

3 급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급 

뉴스나 신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일반업무에 필요한 언어가 사용 

가능하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나 대표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의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 급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나 업무에 필요한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6 급 
정치･경제 등 전반적인 테마에 대해 불편 없이 소통가능하고 원어민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표현에 문제 없이 회화가 가능하다. 

  

 

 



10．평가방법 

 ○등급 결정 

종  류 TOPIKⅠ TOPIKⅡ 

평가 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등급 결정 80 점이상 140 점이상 120 점이상 150 점이상 190 점이상 230 점이상 

 

 ○평가 영역 및 배점 

수 준 시 간 영  역 유형 문항수 배점 배점 총계 

TOPIKⅠ 1 교시 
듣기(40 분) 객관식 30 100 

200 
읽기(60 분) 객관식 40 100 

TOPIKⅡ 
1 교시 

듣기(60 분) 객관식 50 100 
300 

 
쓰기(50 분) 주관식 4 100 

2 교시 읽기(70 분) 객관식 50 100 

 

 ○문항 구성 

 －객관식 문항：4 지 택 1 형 

  －기술 문항：단어 및 문장을 기술 

  ・문장 완성형(단답)：2 문항 

  ・작문형(중급 수준의 200～300자 정도의 설명문, 고급 수준의 600～700자 정도의 논술문）：2문항 

  

○문제의 종류：２가지（A、B 형） 

  －일본은 B 형의 시험임（미국 및 유럽에서는 A 형임） 

   ※2017 년도부터 문제지 유형이 수험번호 홀수・짝수용으로 구분 

  

11．성적 통지 및 합격자 결정 

○성적 통지 방법 

   －한국의 TOPIK 홈페이지(http://www.topik.go.kr)에서 08 월 17 일부터 조회가능 

 (Top page ⇒『성적확인』) 

     ※성적증명서를 응시자 본인이 상기 홈페이지에서 인쇄가능(무료) 

   －한국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재단에서 각 개인에게 우송(2017 년 07 월하순 쯤) 

   －2012 년부터 시행되는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2 년 

 

 

 

 

 

 



12．수험지역과 코드 

  ○시험장 코드 

 

  ○수험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③：국가 번호(일본：002) 

－④～⑤：시험장 코드 

 －⑥：급수(TOPIKⅠ：7、TOPIKⅡ：8) 

－⑦～⑫：수험자 번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札幌 01 岡山 13 山梨 25 

仙台 02 下関 14 静岡 26 

東京 03 沖縄 15 石川 27 

神奈川 04 千葉 16 宮崎 28 

新潟 05 大分 17 長崎 29 

名古屋 06 埼玉 18 北九州 30 

大阪 07 神戸 19 愛媛 31 

広島 08 香川 20 高知 32 

福岡 09 熊本 21 鹿児島 33 

長野 10 島根 22 青森 34 

富山 11 山形 23 秋田 35 

京都 12 茨城 24   



Ⅱ．시험관리에 대해 

1. 업무일정 

내 용 일 정 수행기관 

포스터, 원서를 통한 홍보 03.10 재단, 각 시험장 책임자 

원서접수 03.21-04.14 재단 

지원자 수 파악, 각 시험장 책임자에게 통지 04.26 재단 

시험실 확보 및 설치상황표 제출 05.11 각 시험장 책임자 

시험장까지의 안내 및 송금계좌 확인 06.09 각 시험장 책임자 

수험표 발송 06.30 재단 

문제・답안지 수령과 동시에 수령보고 07.05 頃 각 시험장 책임자 

운영비 송금 06.30 재단 

시험준비 및 사전회의 (감독관 등) 07.07-15 각 시험장 책임자 

시험실시 07.16 각 시험장 책임자 

답안지 등 제출자료를 재단에게 발송 

【답안지, 시험실시상황표(감독관용), 부정행위 

 자조서, 제출자료목록】등 

07.17 각 시험장 책임자 

정산서 및 영수증 제출 08.01 각 시험장 책임자 

성적발송 09 월경 재단 

※각 보고서의 양식은 별첨양식을 활용함(엑셀파일 시트별) 

 

２．문제・답안지의 포장 관련 

○문제・답안지의 포장내용 

※시간 별(１차시, ２차시)로 포장되어 있지만 특히 문제지・답안지・듣기 CD 의 

 봉투는 사전개봉은 절대 금지이며 시험당일 사령실에서 확인(시험문제 누설방지) 

 

    －1 차, 봉투 포장(문답지의 봉투포장, 교실 별) 

시간 별 포  장  내  용 포장수량 

1 교시 1 교시 문제지・답안지１봉투、회수용 봉투 1 봉투 1 봉투 

2 교시 2 교시 문제지・답안지１봉투、회수용 봉투 1 봉투 1 봉투 

       ※회장 책임자는 한국에 우송된 박스를 개봉하고 1 차 포장봉투의 라벨수량을 확인  

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작성 내역과 조회 후 재단으로 통지 

문제지 OMR 답안지 사인펜 듣기용 CD 수정 테이프 

수험자수+ 

여분 10% 

수험자수+ 

여분 10% 

수험자수+ 

여분 5% 

1 교실당 1 개 

+여분(10%) 
1 교실당 2 개 

1・2 교시 1・2 교시 １교시 1 교시 １교시 



   －2 차, 박스의 포장（수가 많은 경우는 2 개 이상의 상자에 포장） 

포  장  내  용 포장수량 

１차시의 문제지・답안지의 봉투（각 급 별, 교실 별） 교실 수+여분 

2 차시의 문제지・답안지의 봉투（각 급 별, 교실 별） 교실 수+여분 

2 차시의 듣기용 CD 1 고시당 2 부 

컴퓨터용 사인펜의 봉투 필요한 양 

수정 테이프(테이프 형 수정펜)의 봉투 필요한 양 

 

＜유의사항＞ 

１． 책임자는 한국에서 상자가 도착하면 한국에서 작성한 송부내역과 조회확인을 하고 

재단에 문제여부를 보고한다. 

２．문제・답안지,  듣기문제 CD 등 1 차봉투는 시험당일까지 절대 개봉을 금지한다. 

 

 

3. 답안지 제출 및 확인 

    ○답안지 발송일자: 시험 익일 발송 

       ※반드시 추적이 가능하고 안전하며 빠른 우송으로 송부 

○발송처: 公益財団法人韓国教育財団 

〒108-0073 東京都港区三田 4-6-18 M&M6F  電話 03-5419-9171 

 

    ○답안지 발송시 제출 자료(모두 별첨의『様式(責任者用)』을 활용 

１.회수용 봉투에 들어간 답안지(수험번호 순으로 결석자분을 포함한 교실 별로 봉인) 

２.운영결과 보고서【様式(責任者用), 『운영결과 보고서』시트 활용】 

３.시험실시상황표(감독관용)원본【様式(責任者用), 『실시상황표(감독)』시트 활용】 

３.부정행위자조서【様式(責任者用)、『不正行為調書』시트 활용】 

４.인적사항변경신청서(신분증명서 첨부) 【様式(責任者用)、『不正行為調書』시트 활용】 

※4 번, 5 번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문답지의 보관장소 선정원칙＞ 

1. 도난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2 중 캐비넷 또는 금고) 

2．방화시설이 완벽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 

3.  습기의 피해나 누수의 우려가 없는 곳 

4.  이중 잠금 장치가 가능한 곳 

5.  문제지는 시험 익일 폐기 



Ⅲ．시험실시에 대하여 

 １．시험관리 

  ○시험장 확보：지역별로 시험장으로 사용할 교실 및 사령실 확보 

   ※듣기시간에 지장이 없는 교실을 선택, 원칙적으로 40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지만 책임자의 판단으로 부정행위나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유동적으로 변경해도 좋음  

   ※교실외에 책임자가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사령실을 교실에서 멀지않은 곳에 설치 

      ※반드시 교실 복도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긴습사태에 대비하고 사령질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상주함 

      ※출제 문항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독자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반드시 재단 직원에  

통지함 

      ※장해자가 있는 경우는 별도 교실을 확보, 실시하여 시험 후에 각 종 보고자료는  

수험번호에 해당한 교실의 인원으로 처리함 

    ○감독관 등 인원 확보 

      －재단 기준을 참고하여 책임자가 필요한 인원의 감독관 및 보조요원을 확보한다 

        ※책임자 판단으로 인원을 유동적으로 바꾸어도 좋지만 제단에 보고한다 

      －감독관에는 초급은 일본어가 능숙한 사람, 고급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 

      －교실이 4 개 이상 되는 회장은 관리요원을 복도 배치하여 긴급시 사령실과 연락유지 

    ○감독관 사전 회의 

      －시험 전일까지 책임자 주관으로 감독관 회의를 개최하여 감독관 안내사항을  

설명하여 별첨 양식(책임자용)에 있는『監督官誓約書』을 전원 작성하도록 한다 

*『監督官誓約書』는 각 지역에서 자체보관 

      －시험당일은 감독관 및 관리요원을 시험시작 1 시간반 전까지 회장에 집합시켜 최종  

지도를 하여 만전의 준비를 한다 

  ○시험장 및 교실 설치 준비 

   －시험장 정문 및 출입구에 한국어능력시험 안내의 간판을 설치한다. 

   －시험장 입구 및 교실 별로 『TOPIK○ 제○교실 ○○○～○○○(수험번호)』라는 

안내를 적당한 눈높이에 붙여서 수험자가 헤매지 않도록 각 교실별로 수험번호가  

기재된 좌석배치도를 교실 입구에 부착할 것. 

      －수험표 분실자에는 명단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수험표를 재발급한다(양식별첨)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재단에 연락한다 

   －교실입구 또는 칠판에『試験の時間割』, 『ペン使用方法』, 『注意事項』,   

『成績結果発表日』을 게시할 것. 

   －각 교실 책상, 의자는 가급적 필요최소한의 수만 배치,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할 것. 

   －책상은 옆 좌석과 너무 붙지 않게 정돈하여 배치할 것. 

   －책상의 사이즈는 A４용지 2 장이상 나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사용할 것. 



   －책상의 왼쪽 위에 명함크기의 수험번호를 붙일 것. 

   －시험개시와 종료 등을 알리는 타종시설이 있으면 좋으나 없으면 책임자나 감독관이  

알릴 것.（사전에 책임자나 감독관의 시계 시간을 맞춰둘 것） 

○문제지・답안지의 준비 

   －문제지는 수험번호 홀수, 짝수에 따라 구분되었으므로 정확히 배분하여 시험 실시  

전에 반드시 수험자에게도 확인시킴. 시험 개시 후 감독관은 응시자 본인 확인시  

문제유형 확인 항목에 기입할 것 

－책임자는 사령실에서 시험개시 30 분 전에 시험에 필요한 것（문제지・답안지 봉투,  

수험자 명단, 사인펜, 수정 테이프, CD 플레이어, 별첨 양식(책임자용)에 있는 

『試験実施状況表』『身元不明確者誓約書』『不正行為者調書』 여러부 인쇄）을  

책상 위에 정리정돈 한다. 

  ○듣기 문제의 준비 

      －정전에 의한 시험중단을 대비하여 건전지 등을 확보할 것 

   －듣기문제는 시험장이나 교실 상황 및 감독관의 운영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황발생이 

예상되므로 책임자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험 전 듣기 문제는 CD 를 직접 넣고 재생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함. 

    ※CD 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분을 사용할 것. 

   －난청자가 있는 경우는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이동시킬 것. 

  ○답안지의 작성요령 

   －답안지 기입（성명, 수험번호 포함）은 반드시 한국에서 송부된 사인펜을 사용 

        ※잘 못 기입할 경우 수험자가 지참하거나 본국에서 보내 온 수정 테이프를 사용 

        ※연필, 지우개는 사용이 안되며 주관식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 

   －답안지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여분을 제공하되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부정행위의 방지대책 

   －대리 수험이 없도록 반드시 수험자 지참의 신분증과 수험자명단을 통하여 본인  

얼굴 확인, 성명 확인을 한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보험증 등 주소와 이름으로 확인한다. 

   －단체 수험자는 아는 사람끼리 자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할 것 

 －수상한 행위가 발각된 경우 

1)사유와 성적 무효 고지 후 퇴실조치  2)답안지 왼쪽 하단에 부정행위자라고 기재 

3)부정행위조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송부  4)출석처리를 하나 다음 시간은 결석처리 

○감독관의 근무요령 

   －감독관은 별첨자료의『試験の時間割』『ペン使用方法』를 칠판에 붙인다. 

        ※퇴실 가능 시간은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문답지 수를 확인 후 

   －감독관은 시험개시 20 분전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정돈 상황을 확인 후 재단에서  



제작한 『시험안내 CD』를 재생한다. 

    ※『감독관 안내사항』『감독요령』『試験案内 CD 使用法(別添)』참조 

      －감독관은 본 자료에 없는 독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되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사령실의 책임자에게 보고를 한다  

   －감독관은 매 시험개시 때마다 수험자 명단을 대조하여 신분증과 본인의 동일여부  

확인, 수험자의 성명·수험번호 등의 기재내용 확인 후 답안지에 확인·날인을 할 것 

    ※결석자의 답안지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성명·수험번호를 기입하고 결석자 확인란에  

체크한 뒤에 날인할 것 

    ※출석자가 결석자 확인란에 체크한 경우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지움 

    ※듣기시험은 듣기시험이 끝난 뒤에 본인확인을 할 것 

        ※신분증 미소지자는 별첨 양식에 있는『身元不明確者誓約書』를 시험 후에 작성  

하게 할 것 

    ※수험자명단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자 및 감독관은 엄중히 관리할 

것 

   －시험시간에 민감한 응시자가 많으니 준비 등으로 약간의 시작시간의 지연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이 지연시간을 언급을 하고 그 만큼 종료시간을 지연시킬 것 

   －감독관은 사적인 말을 엄금하고 수험자로부터의 질문도 답안지작성 및 인쇄불량에 

관한 것에만 답변할 수 있으며 시험문제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재단에 문의할 것. 

     －시험 중 화장실 희망자에게는 관리요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조용히 입・퇴실시키고 

        시간 연장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시험종료 10 분전, ５분전을 구두로 알리고 종료와 동시에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한다 

    ※문제지・답안지 모두 수험자가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엄금함. 

        ※학생을 통한 전달방법의 회수는 금지하고 반드시 감독관이 회수함. 

   －답안지는 작은 수가 앞으로 오도록 수험번호순（결석자 포함）으로 회수하여 

사령실에서 성명・수험번호의 기입누락을 확인한 후 감독관이 날인한다. 

      －또한 답안지 매수를 확인 후 지정된 봉투에 넣어 봉투표면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별첨 양식(책임자용)에 있는『実施状況表(監督官用)』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할 것 

   －긴급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재단에 보고한 뒤 처리한다. 

    ※듣기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같은 문제를 중복재생하지 않게 주의한다. 

   －답안지는 앞장(Ⅱ-3)에 기재된 답안지 제출 및 확인대로 필요자료를 동봉하여 시험  

다음날까지 안전하고 추적 가능한 우송방법으로 재단에 우송한다 

○관리요원의 역할 

   －외부인 접근 차단 및 시험교실 감독관 지원 

   －시험교실과 사령실의 연락 유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안내 

  ○문제지의 관리 

   －시험 종료 후 문제지의 수를 확인하여 책임자가 보관한다. 

   －시험익일 폐기한다. 

    ※이전까지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금지. 

  ○정산서 제출 

   －시험 ２주 후까지 별첨 양식(책임자용)에 있는『精算書』를 활용하여 작성 후  

영수증 원본과 같이 재단에 우송한다. 

※양식 및 항목은 변경해서는 안됨 

 

Ⅳ．제출자료 일람 및 제출기한 

제출서류 목록 제출기한 비   고 

시험실설치상황표 02.09 E-MAIL 보고 

문답지 수령 주소 02.09 E-MAIL 보고 

・수험표 기재될 시험장까지의 안내문 

・경비 송금처 은행구좌 
03.16 E-MAIL 보고 

문답지 인수서 인수 직후 FAX 보고 

・수험자 출결시자 수 보고서 시험종료 직후 E-MAIL 혹은 FAX 보고 

・답안지 

・운영 결과 보고서 

・시험실시 상황표 

・부정행위자 조서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 

・성적무효처리자 명단 

07.17 

원본 우송 

원본 우송 

원본 우송 

원본 우송 

・정산서 

・영수증 
08.01 원본 우송 

・문제지 등 파쇄증빙서 08.06 이후 E-MAIL 혹은 FAX 보고 

 

 

 

 

 

 

 



 

한국어능력시험 감독관 안내사항 

감독관은『감독관안내사항』과『감독요령』내용을 사전에 숙지 

 

급   수 입실시간 시험 시간 

TOPIKⅠ(듣기+읽기) 09：30 10：00 ～ 11：40 (100 분) 

TOPIKⅡ 
1 교시(듣기＋쓰기) 12：30 13：00 ～ 14：50 (110 분) 

2 교시(읽기) 15：10 15：20 ～ 16：30 ( 70 분) 

 

○감독관 최종회의：07 월 16 일（일） 08 시 30 분 사령실 

○감독관 지참물：정장 착용, 손목시계, 본인 인감, 필기용구 

○사전준비 

 １．책상을 옆 좌석과 너무 붙지 않게 정돈하여 책상 왼쪽 위에 『수험번호』를 부착 

 ２．교실입구에『座席配置図』『受験者の注意事項』『試験結果の発表』을 부착 

 ３．칠판에『試験の時間割』『ペン使用方法』을 게시 

 ４．감독관의 명찰을 목에 걸 것 

○감독관 제출 서류(책임자에게 제출) 

  １．감독관 서약서 

 ２．실시상황표(감독관용) 

 ３．신분증명 미소지자 서약서(해당자가 있을 경우) 

 ４．부정행위 조서(해당자가 있을 경우) 

  ５．문답지(내용물을 확인하여 봉투의 기입사항 및 날인하여 완성시킨다) 

○감독관 제출 서류(책임자에게 제출) 

 『감독관 안내사항』『감독 요령』에 준수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감독시의  유의사항 

 ☆문제지를 수험번호 훌・짝수 정확히 배부하여 답안지의 확인항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입실 시는『시험문제・답안지』『듣기문제 CD』『CD 플레이어』『수험자 명단』  

『시험안내 CD・テキスト』『사인펜・수정테이프』『身元不明確者誓約書』를 지참한다. 

  ☆CD 는 듣기문제와 시험안내의 2 가지가 있으므로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시험 중에는 사적인 말을 엄금하며 수험자로부터의 질문도 답안지 작성 및 인쇄불량에 

     관한 것에만 답변한다. 

  ※자료에 없는 질문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답하지 않고 반드시 재단에 문의한다. 

 ☆난청자가 있는 경우는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이동시킬 것.  



 ☆답안지는 사인펜으로 작성하게 하며 굵은 면은 객관식 문제, 얇은 면은 주관식 문제를  

쓸 때 사용토록 하고 이중표기는 무효처리 됨을 안내(연필･지우개는 사용불가) 

  ※잘못된 표기는 수정테이프을 사용하고, 주관식 문제는 두 줄 그어서 수정해도 좋음 

 ☆새로운 답안지를 희망하는 경우 여분에서 주고 시험종료 후에 회수 후 파기. 

  ☆TOPIKⅡ의 1 교시는 듣기문제와 쓰기 문제의 두 답안지가 있으므로 2 장 모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했는지 확인하여 수험자가 혼란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성명 기입란의『한글』에는 한자표기도 가능 

  ☆또한 쓰기 문제의 답안지는 뒷면도 있어 모르는 수험자에게는 알려준다. 

 ☆시험 개시 후 수험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자 명단를 대조하여 신분증, 얼굴을  

보고 본인 확인 후 수험번호 및 성명의 기입 등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날인.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 

  ※2 교시의 듣기문제 시간에는 문제 종료 후 본인확인 및 날인 

    ※신분증 미소지자는 별첨 양식의 『身元未確認者誓約書』을 시험 후에 작성토록 한다. 

 ☆결석자의 답안지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성명, 수험번호를 기입후 확인란에 체크하여 날인 

  ※출석자가『결시자 확인란』에 체크했을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지움 

 ☆컨닝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엄중히 감시 및 주의할 것. 

※수상한 행위가 발각된 경우는 구두로 엄격히 주의를 시킨 다음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는 걸 본인에게 선언하여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퇴실시킨 후 별첨 양식(책임자용)에 있는 『不正行為者調書』를 시험 종료  

후에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별도 연습용지는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지 여백을 사용토록 한다 

 ☆시험 중에 화장실 희망자는 조용히 입・퇴실시키고 관리요원이 화장실까지 동행한다. 

  ☆지각자는 입실불가 

 ☆시험종료 10 분전, ５분전, 종료시간을 구두로 알린다(퇴실은 감독관이 문답지 수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 

※문제지・답안지 모두 수험자가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엄금함. 

  ☆답안지, 문제지 회수는 수험자가 아니라 반드시 감독관이 직접 회수한다. 

  ☆시험 중 문제가 생겨 진행이 멈춘 경우 처리가 끝나면 멈춘 시간을 감독관이 수험자에게 

    알려주며 그 시간만큼 시험종료시간을 연장시킨다. 

 ☆종료와 동시에 신속히 답안지를 작은 번호가 앞에 오도록 수험번호순（결석자 포함）  

으로 회수하여 사령실에서 성명・수험번호의 기입누락을 확인한 후 감독관이 날인한다.  

 ☆답안지의 매수 확인 후 지정된 봉투에 수험번호순（작은 번호가 앞쪽）으로 넣어 봉투 

표면의 기입사항을 모두 기입한 다음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実施状況表』와 해당사항이 있으면『不正行為者調書』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 

☆수험자 명단는 개인정보이므로 엄중히 관리할 것. 

 ☆ 긴급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요원을 통하여 책임자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듣기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문제해답 기회를 중복하여 주지 않도록 반복재생이 없게 처리한다. 

○감독요령（TOPIKⅠ） 

「  」부분은 감독의 구두안내(반드시 일본어로 안내),   □부분은 감독의 행동 

 

＜＜１교시, 듣기／읽기 문제＞＞ 

 

09：30 『감독관 안내사항』의 사전준비항목에 있는 내용의 준비를 끝낸다 

 

        수험자를 교실에 입실시킨다 

 

09：40 감독관은 교단에 올라 간다 

   ※『시험문제・답안지』『듣기문제 CD』『CD 플레이어』『수험자 명단』 

『시험안내 CD・ﾃｷｽﾄ』『사인펜・수정 테이프』『身元不明確者誓約書(複数)』지참 

 

출입문,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 

환풍기 등 듣기문제에 방해가 되는 기계는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정지시킨다 

    『試験案内 CD』로 플레이어 음성확인 ※교실 전원이 들리도록 음량조절               

 

    「携帯電話をお持ちの方は、一度机の上に出してください」（잠시 대기） 

    「必ず電源をお切りになりしまって下さい。マナーモードも禁止です」(확인 후) 

    「もし、耳がご不自由な方がいらしたら手を挙げてください」 

    (손 든 사람이 있으면)비어있는 자석 등을 이용하여 들리기 좋은 자리로 이동시킨다 

    ※시험 종료후 답안지 회수할 때는 수험번호 순에 맞게 회수함 

 

09：50   「この教室はトピック 1 の受験番号シモ 3 桁が○○○番から○○○番の教室です」 

「今から試験の注意事項の案内をいたします」 

 

    試験案内 CD 재생（Track 1）    

 

    （＜11. それでは今から答案用紙をお配ります。答案用紙の配布が終わり次第、答案用 

紙の記入方法をご説明します＞라는 안내가 끝나면 안내를 정지） 

    수험자에게 ①사인펜 ②답안지를 배부 

 

    （배부가 끝나면） 

    試験案内 CD 재생（Track 2） 

    （＜17.お名前が書き終わりましたら机の上にある不必要なものをしまって試験開始の合

図があるまでそのままお待ち下さい＞라는 안내가 끝나면 안내를 정지할 것） 



 

    문제지를 배부 

     「今年から受験番号の偶数・奇数によって違うため正しく配布されているかお確かめ

ください」 

  「不備があった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잠시 대기） 

    문제가 있는 수험자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여분에서 제공 

    「氏名・受験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正しくマークされていないと採点ができない 

     場合がありますので、もう一度確認してください」 

    「終了 10 分前と 5 分前はお知らせします」 

 

10：00 「それでは、聞取り問題を始めます」 

듣기 문제 CD 를 재생 

※감독관은 소리를 안내게 앉거나 서 있음 

    ※재생 내용중 번호만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지를 잘 확인한다 

    ※본인확인은 듣기문제 종료 후에 실시한다 

 

10：40 경 듣기 문제 CD 재생이 종료가 되면 재생을 멈추고 마지막 문제 기입이 끝난 후 

    「引き続き読解問題を解いてください」 

 

 감독관은 수험자 명단을 대조하여 신분증과 수험자의 얼굴로 본인확인 후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입 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지 유형을 표시하고 답안지에 날인 

    ※사진이 없는 신분증인 경우는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 

        ※수험번호, 성명의 기입이 정확한지 확인 

    ※결석자 답안지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성명･수험번호를 기입하고 결석자 확인란에 

          체크 후 날인 

 

11：30 「残り時間は 10 分です」 

11：35 「残り時間は 5 分です」 

11：40 「これで１時間目の試験を終了いたします。筆記用具を置いてください」 

    「受験番号、氏名などの記入漏れがないか確認下さい」(잠시 대기) 

 

    「これから答案用紙、問題用紙を回収します。答案用紙は右、問題用紙は左に置いて 

下さい。回収が終わるまで、席を立たないで下さい」 

    번호가 낮은 수험번호가 가장 앞（결석자를 포함）에 오도록 답안지를 회수 

    ※수험자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감독관이 답안지를 회수한다 

    ※자리에 이동이 있었던 수험자 답안지는 번호순에 맞게 회수한다 

 



    「これでトピック 1 の試験が終わりました。おつかれさまでした」 

    「忘れ物が無いようお気をつけください」 

 

    모든 도구를 가지고 퇴실 

    사령실에서 답안지의 매수, 성명・수험번호의 기입누락을 확인한 후 봉투 표면의 

 기입란에 모두 기입한 뒤 책임자에게 제출 

『試験実施状況表』와 해당이 있으면『不正行為者調書』을 작성하여 책임자에 제출 

 

 

 

 

 

 

 

 

 

 

 

 

 

 

 

 

 

 

 

 

 

 

 

 

 

 

 

 

 

 



 

 

○감독요령（TOPIKⅡ） 

「  」부분은 감독의 발언(반드시 일본어로 안내) □부분은 감독의 행동 

 

＜＜１교시, 어휘・문법／쓰기 문제＞＞ 

 

12：30 『감독관 안내사항』의 사전준비항목에 있는 내용의 준비를 끝낸다 

 

        수험자를 교실에 입실시킨다 

 

12：40 감독관은 교단에 올라 간다 

   ※『시험문제・답안지』『듣기문제 CD』『CD 플레이어』『수험자 명단』 

『시험안내 CD・ﾃｷｽﾄ』『사인펜・수정 테이프』『身元不明確者誓約書(複数)』지참 

 

출입문,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 

환풍기 등 듣기문제에 방해가 되는 기계는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정지시킨다 

    『試験案内 CD』로 플레이어 음성확인 ※교실 전원이 들리도록 음량조절               

 

    「携帯電話をお持ちの方は、一度机の上に出してください」（잠시 대기） 

    「必ず電源をお切りになりしまって下さい。マナーモードも禁止です」(확인 후) 

    「もし、耳がご不自由な方がいらしたら手を挙げてください」 

    (손 든 사람이 있으면)비어있는 자석 등을 이용하여 들리기 좋은 자리로 이동시킨다 

    ※시험 종료후 답안지 회수할 때는 수험번호 순에 맞게 회수함 

 

12：50   「この教室はトピック 2 の受験番号シモ 3 桁が○○○番から○○○番の教室です」 

「今から試験の注意事項の案内をいたします」 

 

    試験案内 CD 재생（Track 3）    

 

    （＜12. それでは今から答案用紙をお配ります。答案用紙の配布が終わり次第、答案用 

紙の記入方法をご説明します＞라는 안내가 끝나면 안내를 정지） 

    수험자에게 ①사인펜 ②답안지를 배부 

    （배부가 끝나면） 

    試験案内 CD 재생（Track 4） 

 

    （＜18.お名前が書き終わりましたら机の上にある不必要なものをしまって試験開始の合



図があるまでそのままお待ち下さい＞라는 안내가 끝나면 안내를 정지할 것） 

 

    문제지를 배부 

     「今年から受験番号の偶数・奇数によって違うため正しく配布されているかお確かめ

ください」 

  「不備があった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잠시 대기） 

    문제가 있는 수험자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여분에서 제공 

    「氏名・受験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正しくマークされていないと採点ができない 

     場合がありますので、もう一度確認してください」 

    「終了 10 分前と 5 分前はお知らせします」 

 

13：00 「それでは、聞取り問題を始めます」 

듣기 문제 CD 를 재생 

※감독관은 소리를 안내게 앉거나 서 있음 

    ※재생 내용중 번호만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지를 잘 확인한다 

    ※본인확인은 듣기문제 종료 후에 실시한다 

 

14：00 경 듣기 문제 CD 재생이 종료가 되면 재생을 멈추고 마지막 문제 기입이 끝난 후 

    「引き続き書取り問題を解いてください」 

 

 감독관은 수험자 명단을 대조하여 신분증과 수험자의 얼굴로 본인확인 후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입 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지 유형을 표시하고 답안지에 날인 

    ※사진이 없는 신분증인 경우는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 

        ※수험번호, 성명의 기입이 정확한지 확인 

    ※결석자 답안지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성명･수험번호를 기입하고 결석자 확인란에 

          체크 후 날인 

 

14：40 「残り時間は 10 分です」 

14：45 「残り時間は 5 分です」 

14：50 「これで１時間目の試験を終了いたします。筆記用具を置いてください」 

    「受験番号、氏名などの記入漏れがないか確認下さい」(잠시 대기) 

 

    「これから答案用紙、問題用紙を回収します。答案用紙は右、問題用紙は左に置いて 

下さい。回収が終わるまで、席を立たないで下さい」 

    번호가 낮은 수험번호가 가장 앞（결석자를 포함）에 오도록 답안지를 회수 

    ※수험자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감독관이 답안지를 회수한다 

    ※자리에 이동이 있었던 수험자 답안지는 번호순에 맞게 회수한다 



    「２時間目の説明がありますので、15 時 10 分には着席願います」 

    「休憩時間の間、席を離れる時には貴重品が盗まれないようご注意願います」 

    모든 도구를 가지고 퇴실 

    사령실에서 답안지의 매수, 성명・수험번호의 기입누락을 확인한 후 봉투 표면의 

 기입란에 모두 기입한 뒤 책임자에게 제출 

『試験実施状況表』와 해당이 있으면『不正行為者調書』을 작성하여 책임자에 제출 

 

＜＜2 교시, 읽기 문제＞＞ 

 

15：10 수험자를 교시에 입실시킨다 

 

 감독관은 교단에 올라 간다 

※『문제지・답안지』『수험자 명단』『사인펜・수정 테이프』지참 

    「携帯電話をお持ちの方は、一度机の上に出してください」（잠시 대기） 

    「必ず電源をお切りになりしまって下さい。マナーモードも禁止です」 

    「それでは、２時間目をはじめます」 

    「答案用紙を配ります」 

    수험자에게 읽기문제 답안지를 배부한다 

    「答案用紙に 1 時間目と同様お名前と受験番号をご記入ください」（30 초 시간을 둔다） 

 

수험자에게 읽기문제 문제지를 배부한다 

    「問題用紙に 1 時間目と同様お名前と受験番号をご記入ください」（20 초 시간을 둔다） 

 

    「答案用紙、問題用紙に不備がないか確認して、一旦閉じてください」（잠시 대기） 

    「不備があった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 

    문제가 있는 수험자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여분에서 제공 

    「氏名・受験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正しくマークされていないと採点ができない 

     場合がありますので、もう一度確認してください」 

    「２時間目の読解の試験は 70 分間になります」 

    「終了 10 分前と 5 分前にお知らせします」 

15：20 「それでは、トピック２の 2 時間目の試験を始めます」 

 

 감독관은 수험자 명단을 대조하여 신분증과 수험자의 얼굴로 본인확인 후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입 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지 유형을 표시하고 답안지에 날인 

    ※사진이 없는 신분증인 경우는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 

        ※수험번호, 성명의 기입이 정확한지 확인 

    ※결석자 답안지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성명･수험번호를 기입하고 결석자 확인란에 



체크 후 날인 

 

16：20 「残り時間は 10 分です」 

16：25 「残り時間は 5 分です」 

16：30 「2 時間目の試験を終了いたします。筆記用具を置いてください」 

    「受験番号、氏名などの記入漏れがないか確認下さい」(少し間をおき) 

    「これから答案用紙、問題用紙を回収します。答案用紙は右、問題用紙は左に置いて 

     下さい。回収が終わるまで、席を立たないで下さい」 

     

    번호가 낮은 수험번호가 가장 앞（결석자를 포함）에 오도록 답안지를 회수 

    ※수험자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감독관이 답안지를 회수한다 

    ※자리에 이동이 있었던 수험자 답안지는 번호순에 맞게 회수한다 

 

    「これでトピック 2 のすべての試験が終わりました。おつかれさまでした」 

    「忘れ物が無いようお気をつけください」 

 

    모든 도구를 가지고 퇴실 

 

    사령실에서 답안지의 매수, 성명・수험번호의 기입누락을 확인한 후 봉투 표면의 

기입란에 모두 기입한 뒤 책임자에게 제출 

『試験実施状況表』와 해당이 있으면『不正行為者調書』을 작성하여 책임자에 제출 

 

 

 

 

 

 

 

 

 

 

 

 

 

 

 

 



2017 년도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주요 개정 내용 

 

１．시험문형 및 답안지 양식 변경 

  시험 문형이 수험번호 홀수, 짝수 문형으로 제작 

변   경   전 개  정 

문제지 동일 ○수험번호 홀수, 짝수에 따라 문제배열이 

다름 

※문제지가 잘 못 배부되지 않게 특별히 

유의하고 확인이 필요 

○이에 따라 답안지 양식 일부 변경이 

생겼으며 홀수 짝수를 표시하는 항목추가 

 

 

2．시험 문제지 파쇄 시기 변경 

변   경   전 개  정 

규정 없음 ○시험 실시로부터 3 주 후에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