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태국) 시행 및 접수 안내

KOREAN한국어

1. 시행 안내

1) 접수기간 : 

• 신청서 작성 기한 : 2020. 7. 3 (금) 09:00 ~ 2020. 7. 16 (목)  23:00까지

• 응시료 납부 기한 : 2020. 7. 3 (금) 09:00 ~ 2020. 7. 17 (금) 은행 업무 종료 시간 까지

2. 시험 일정

1) 시험일자 : 2020. 10. 18 (일)  ※ 원래대로진행할예정

2) 시험장소

연번 지역 시험장

1 방콕 Bangkok 허왕학교 Horwang School

2 송클라 Songkhla 워라나리 찰름 송클라 학교 Woranari Chaloem Songkhla School

3 치앙마이 Chiang Mai 치앙마이 라차팟 대학교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3) 시험시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완료 시간

시작 종료 시험시간

(분)

비고

TOPIK
Ⅰ 1교시

듣기

09:10 09:40 11:20

40

오전
읽기 60

TOPIK
Ⅱ 1교시

듣기

12:20 12:50 14:40

60

오후

쓰기 5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 태국 현지 시간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접수불가



4) 응시료

• TOPIK I : 900밧

• TOPIK II : 1,000밧

3. 접수 방법

1) https://topik.thaijobjob.com/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전화 및 방문, 우편 접수 불가) 

2) 중복 접수, 단체 접수, 대리 접수(직계가족 제외) 불가

3) 시험장 수용인원에 따라 선착순 마감

4) 장애인 지원자일 경우, 시행기관으로 별도 문의 후 접수

4. 접수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응시원서 작성 응시료

납부서 출력

응시료 납부 수험표 인쇄 시험 성적 확인

2020. 7. 3 (금) ~
2020. 7. 16 (목)

•사진, 신분증

첨부

•신분증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도
록 기입
(영문이름, 신분
증 번호, 생년월
일)

https://topik.thai
jobjob.com/

2020. 7. 3 (금) ~

2020. 7. 17 (금)

• Krungthai 은행

전지점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입금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가능

2020. 10. 2 (금)

이후

2020. 10. 18 (일)

신분증 지참

2020. 11. 26 (목)
www.topik.go.kr

응시원서 작성 시

① 사진

- 증명사진에 한함 (예: 여권, 주민등록증 용)

- 파일형식 : jpg

- 파일크기 : 200KB, 가로3cmⅹ세로4cm, 354*472 pixel

- 파일명 : 영문 이름_photo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에 한 함 (반드시 사진, 영문이름, 생년월일이 확인되어야 함)

③ 제출한 신분증의 정보와 원서 작성 시 입력한 정보가 일치 해야 함

※ 신청서 작성 후 정정 불가, 위 규정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접수 취소

https://topik.thaijobjob.com/
https://topik.thaijobjob.com/
http://www.topik.go.kr/


5. 환불 규정

1) 환불 요청 기간 : 2020. 7. 3 (금) ~ 2020. 7. 22 (수) 오후 15:00까지 (이 후, 환불 불가)

2) 환불 요청 방법 : 이메일 topik.kec@gmail.com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제출 : 응시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 계좌사본 (본인명의) 발송

*반드시 신청자, 입금자, 환불자의 신분증, 계좌가 같아야 됨

- 타행 및 지방 송금 수수료 제외, 100% 환불

- 환불 예정일 : 2020. 7. 30 (목) ~ 2020. 8. 14 (금)

6. 수험번호, 시험장 (시험실 확인)

- 공지 : 2020. 10. 2 (금) 15:00 예정

https://topik.thaijobjob.com

7. 시험일 당일

- 신분증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8. 문의

시행기관 : 태국 한국교육원

전화 02-115-1028

이메일 topik.kec@gmail.com

(업무시간 : 월~ 금, 08:3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주말 제외)

mailto:topik.kec@gmail.com
https://topik.thaijobjob.com/
mailto:topik.ke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