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2차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
온라인 한국어시험 안내사항
1. 온라인 한국어시험 관련 안내
A. 평가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수업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
(TOPIK 3급 이상 소지자, 영어트랙 지원자 해당사항 없음)
B. 평가 기준: TOPIK 3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구사여부
C. 준비물: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 및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D. 항목별 배점
순번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1

주제의 적합성

질문 내용과 의도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가?

20

2

내용의 논리성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사하는가?

20

문장 구조와

3급 수준의 적절한 문법과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문장의 호응이

문법의 정확성

적절한가?

4

표현의 유창성

말하기 속도가 적절하며 발음이 이해 가능한가?

20

5

어휘의 다양성

3급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20

3

총점

20

100

E. 온라인 한국어시험 일시: 2021.12.18.(토), 10:00~(한국시간 기준)
F. 고사실별 대상인원: 첨부2 참조
G. 온라인 한국어시험 진행 방식
1) 평가위원 수: 2인
2) 문항: 온라인 한국어시험 문항은 공통문항 20개와 계열문항 10개로 구성되며, 공통문항과
지원자의 계열과 관련된 계열문항에서 출제될 예정(3문항 내외)
3) 개인별 고사시간: 개인별 5분 이내
H. 고사실별 대상 학과
1) 1고사실: 공연영화학부, 국어국문학과, 글로벌한국어과, 무용과, 생명과학부,
영미인문학과, 영어과
2) 2고사실: 경영학부, 무역학과, 정치외교학과, 커뮤니케이션학부, 행정학과
3) 3고사실: 뉴뮤직과, 디자인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음악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I. 계열 구분
1) 인문사회: 경영학부, 국어국문학과, 글로벌한국어과, 무역학과, 영미인문학과, 영어과,
정치외교학과, 커뮤니케이션학부, 행정학과
2) 자연공학: 생명과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3) 예체능: 공연영화학부, 뉴뮤직과, 디자인학부, 무용과, 음악학부
J. 온라인 한국어시험 문항: 첨부3 참조
K. 합격점수: 평가위원 2인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

2. wechat 다운로드 및 단체방 가입 안내
A. 모든 온라인 한국어시험 대상자는 원활한 고사진행을 위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함
B. 고사실별 wechat 단체방 가입
1) wechat 다운로드
2) 이름을 수험번호 + 영문이름으로 수정(예시: J111111 KIM DANKOOK)
3) wechat으로 본인에게 배정된 고사실의 QR코드를 찍어서 단체방 추가
C. 고사실별 QR코드

3. 온라인 한국어시험 테스트
A. skype 다운로드
B. Skype 계정 이름을 수험번호 + 영문이름으로 수정(예시: J111111 KIM DANKOOK)
C. 본인 고사실 계정 추가
1) 1고사실: DKU 온라인 한국어시험 1고사실
2) 2고사실: DKU 온라인 한국어시험 2고사실
3) 3고사실: DKU 온라인 한국어시험 3고사실
D. 음성, 화질 사전 테스트 : 2021.12.15.(수)부터
1) 일시: 개별안내 예정
2) 준비물: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 및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3) 실제 고사를 진행할 장소에서 고사진행에 사용할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사전 테스트 진행 요망
* 2021.12.15.(수)부터 사전테스트를 시행하므로 모든 대상자는 2021.11.14.(화)까지 skype
다운로드 및 계정추가를 완료해야 하며, 사전테스트 미진행시 고사 참여 의사 없음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