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장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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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시간(분) 비고

TOPIK Ⅰ 1 교시 듣기/읽기 09:10 09:40 11:20 100 오전

TOPIK Ⅱ
1 교시 듣기/쓰기 12:20 12:50 14:40 110

오후
2 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2020년도 상반기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응시희망자는 접수기한
(2020년 2월3일∼3월2일)까지 밴쿠버총영사관으로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행
◦ 대 상 : 한국인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일 자 : 2020년 5월23일(토).

◦ 장 소

※ 응시원서 접수 마감결과 응시인원이 과소 또는 과다한 경우 시험장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시 간 (현지 시간)

※ 수준별(TOPIKⅠ, TOPIKⅡ)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시험 시행하지 않음.

■ 원서 접수 안내

◦ 기 간 : 2020년 2월 3일(월)∼2020년 3월2일(월), 평일 09:00∼17:00,(토/일요일, 휴일 접수 불가).

 ※ 접수마감 후, 시험수준 변경 및 추가 접수 불가.

◦ 준비서류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30, 신분증(Photo ID/시험 응시자 확인용).

   - 응시원서 1매(소정 양식에 최근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응시수수료 : $30, 현금 또는 수표(payable to Korean Consulate).

   - 신분증 : 사진, 영문성명, 생년월일이 반드시 포함.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의 경우 : 편의지원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방 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앨버타대학교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밴쿠버총영사관으로 접수.

   - 단체접수 : 단체별 일괄 취합 후 영사관으로 접수(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 신분증 사본 포함).

   - 방 문 : 주밴쿠버총영사관(주소: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우 편 : 주밴쿠버총영사관 TOPIK 담당자.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우편접수시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신분증 사본, 응시수수료 30$(cheque 또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 포함.

                마감일(3월2일 오후5시) 이후 공관 도착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기타 안내

◦ 기출문제 :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오른쪽 상단 정보마당 ->기출문제 클릭.

◦ 응시자 유의 사항.

  - 시험당일 수험표, 신분증(사진과 인적사항이 포함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반드시 지참.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쓰기 답안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으로 작성.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음

  - 접수 마지막 날인 2020년 3월 2일 17:00 이후에는 접수 취소와 응시수수료 환불 및 지원시험장  

    변경 불가.

     ※ 기타 응시자 유의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 성적 발표 : 2020년 6월 30일(화)

  - 성적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직접 확인 및 무료 출력 가능.

     ※ 2019년부터 시험주관기관이 성적증명서 출력본을 별도 제공하지 않음.

◦  주의 사항 : BC주 응시장소인 밴쿠버총영사관 시험장은 토요일 일반인의 시험장 건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오니, 반드시 시험 시작 30분 전 (TOPIK I 오전 9:10, TOPIK II 오후 

     12:20)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후 도착시에는  

      입실 불가함.

◦ 시험관련 문의 : 주밴쿠버총영사관 담당(전화 604-681-9581, 이메일 vanedu@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