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9 회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요강 (2015 년)   

주프랑스대사관 한국교육원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제 39 회 한국어 능력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학생이나 일반인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의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응시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3. 일시: 2015 년 3 월 21 일(토) 

 가.  수준별 및 영역별 시험시간 

시험수준 영역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TOPIK I 

초급(1-2 급) 

듣기 30 100 40 분 100 분 1 교시 

9:30-11:10 읽기 40 100 60 분 

TOPIK II 

중∙고급(3-6 급) 

듣기 50 100 60 분 110 분 1 교시 

12:30-14:20 쓰기 4 100 50 분 

읽기 50 100 70 분 70 분 2 교시 

14:50-16:00 

 

나. 합격 등급 결정 

시험수준 TOPIK I TOPIK II 

시험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등급결정 80 점이상 140 점이상 120 점이상 150 점이상 190 점이상 230 점이상 

 

 



다.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시험 시작 20 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사진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분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 필기도구 

◦ 응시자 유의 사항: 

 - 객관식 및 주관식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배부한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  

 - 휴대전화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응시자 유의 사항은 유인물 참조 

 

4. 시험장소  

가.  Paris 

Université Paris Diderot (파리 7 대학) 75205 Paris Cedex 13 

학교출입구: 10-16 rue Francoise Dolto/ 9-15 Esplanade Pierre Vidal-Naquet 

교통편 : 버스 62, 64, 89, 325 / 지하철 14 번선 Bibliothèque François Mitterrand / 

RER C Bilbliotheque François Mitterrand  

책임자 : 주프랑스한국교육원(education.ambcoree@gmail.com) 

 

나. La Rochelle  

Université de la Rochelle  

책임자: 권용해 (yonghae.kwon@univ-lr.fr)  

 

다. Rouen  

Lycée Camille Saint-Saëns 

책임자: Mme. Veronique Archeray(kimhaekyung@hotmail.fr)  

 

라. Strasbourg 

Université de Strasbourg, Ecole des Langues et Cultures 

책임자: Mme Annie PETERMANN (elc@unistra.fr)  

 

마. Aix-en-Provence 

Université d’Aix-en-Provence 

책임자: Mme Hye-Kyung KIM (courtils@hanmail.net) 

 

바. Bordeaux  

Université de Bordeaux Monta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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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M. Stephane COURALET(sotebane@gmail.com)  

 

사. Lyon  

Université Jean Moulin Lyon 3 

책임자 : Mme Minsook LE-WANG(minsook.le@gmail.com) 

 

5. 지원서류 접수   

◦ 접수일자: 2014. 12. 17(수) – 2015. 1. 27(화), 우편송부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Section Education, Ambassade de Corée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Tél: 01 47 53 69 91) 

 

6. 응시 수수료  

- 각 수준별 40 유로 (수표로만 접수, 수취인 Ambassade de Corée Education)  

 

7. 구비서류  

- 지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 두 장(성적증명서에 출력되므로 반드시 증명사진 및 여권용 사진 부착) 

- 응시수수료 40 유로  

- 우표 및 반송주소를 기입한 편지봉투 2 개 (22cm x 11cm)  

 

 8.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학습 사이트  

-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사이트 : http://www.topik.go.kr/ 

- TOPIK 학습지원시스템 : http://www.studytopik.go.kr 

* 회원가입(무료) 후 주요 콘텐츠 및 모의고사 활용 가능 

 

9. 시험 결과 발표: 2015 년 5 월 6 일 이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프랑스 한국교육원(01 4753 69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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