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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2022년 총 6회 시험 실시 및 말하기 평가 첫 시행 -

◈ 한국어능력시험(읽기, 듣기, 쓰기) 국내 6회, 국외 3회 실시

◈ 2022년 하반기, 제1회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2023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평가(IBT) 도입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 (T O PIK ) 시행계획 ’을 발표하였다 .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읽기, 듣기, 쓰기)은 총 6차례

(제80회~제85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발표
제80회 국내 2021.12.7.(화)~12.13.(월) 1.23.(일) 2.22.(화)
제81회 국내외 2.8.(화)~2.14.(월) 4.9.(토)~4.10.(일) 5.19.(목) 
제82회 국내 3.8.(화)~3.14.(월) 5.15.(일) 6.30.(목)
제83회 국내외 5.24.(화)~5.30.(월) 7.9.(토)~7.10.(일) 8.18.(목)

제84회 국내외 8.2.(화)~8.8.(월) 10.15.(토)~10.16.(일) 11.24.(목)
제85회 국내 9.6.(화)~9.13.(화) 11.13.(일) 12.15.(목)

< 2022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

* 국내 기준이며, 국외 접수 기간은 현지 시행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국내외 시행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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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에는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최초 시행할 예정(1회)이며 , 2023년부터는 시행 횟수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

ㅇ 읽기‧듣기‧쓰기 영역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시행(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을 거쳐 말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2년 11월에 국내에서만 

한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발표

제1회 국내 9.20.(화)~9.26.(월) 11.19.(토) 12.23.(금)

< 2022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IBT) 시행 일정 >

□ 아울러, 교육부는 2023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토픽Ⅰ, Ⅱ)을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년에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19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한시적으로 줄어든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지원자 수 : (2017년) 70개국 290,638명 → (2018년) 76개국 329,224명

→ (2019년) 83개국 375,871명 → (2020년) 42개국 218,869명 → (2021년)

75개국 330,012명(11월 시행 예정인 제79회 시험 지원자 포함)

ㅇ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거쳐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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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말하기 평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안)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요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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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안)

1. 기본방향

 ▶ 관계기관,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체계적인 시험 운영

 ▶ 평가영역 확대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

 ▶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다회차 시행으로 늘어나는 응시수요 대응

2. 2022년 추진과제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1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총 6회(국내 6회, 국외 3회) 실시

◦ 국내‧외 시행기관 및 시험장 확대 추진

□2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시험 시행으로 응시자 안전 강화

◦ 거리두기 체제 및 방역지침에 대응하여 시험 관리지침 지속 보완

◦ 방역당국,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방역체계

구축 및 시행기관 대상 방역점검 실시, 담당자 방역교육 강화

□3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도입

◦ 말하기 평가 본격 시행으로 읽기, 듣기, 쓰기에 더해 말하기 

능력도 평가하여 실질적 의사소통능력 평가

- 2022년 상반기 시범시행(2회)을 통해 IBT 시스템 성능 점검 완료

후 하반기 제1회 말하기 평가* 시행

*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으로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평가체계 개선

□4  인터넷 기반 시험(IBT) 도입 준비

◦ 한국어능력시험(토픽Ⅰ, Ⅱ)의 인터넷 기반 시험(IBT) 도입을 위해 

시스템 성능 점검 및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시범시행(2회) 실시

◦ 전 영역 IBT에 적합한 문항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등을 도출

하기 위한 평가 틀 개선에 관한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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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은행 도입을 통한 문항 출제 방식 개선

◦ 문제은행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기출문제, 개발 문항 

등을 분석‧수정하여 문제은행에 저장할 문제 확보

◦ 전산시스템의 성능, 문제은행 문항의 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토픽Ⅰ 시험에 문제은행에서 추출한 검사지 시범 적용*

* 한국어능력시험(토픽Ⅰ, Ⅱ)의 인터넷 기반 시험(IBT) 도입을 위한 시범 시행 중
토픽Ⅰ 시험 대상으로 문제은행 검사지 시범 적용 예정

□6  출제 및 채점 전문가 지속 양성

◦ 타당도‧신뢰도‧변별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기존 출제 전문 

인력 재교육과정 및 신규 출제자 양성과정 운영 

◦ 증가하는 응시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채점자 양성과정을 운영

하여 채점 전문가 인력풀 확충

※ 토픽Ⅱ의 쓰기 평가(완성형, 서술형)와 새로 도입되는 말하기 평가 채점을

위해 채점 전문가 양성‧연수 필요

3. 시행 일정

※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국내‧외 시행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픽Ⅰ, Ⅱ

구분 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발표

제80회 국내 ’21.12.7.(화)∼12.13.(월) 1.23.(일) 2.22.(화)

제81회 국내‧외 2.8.(화)∼2.14.(월) 4.9.(토)∼4.10.(일) 5.19.(목)

제82회 국내 3.8.(화)∼3.14.(월) 5.15.(일) 6.30.(목)

제83회 국내‧외 5.24.(화)∼5.30.(월) 7.9.(토)∼7.10.(일) 8.18.(목)

제84회 국내‧외 8.2.(화)∼8.8.(월) 10.15.(토)∼10.16.(일) 11.24.(목)

제85회 국내 9.6.(화)∼9.13.(화) 11.13.(일) 12.15.(목)

* 국내 기준이며, 국외 접수 기간은 현지 시행기관별 상이

□ 말하기 평가

구분 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발표

제1회 국내 9.20.(화)∼9.26.(월) 11.19.(토) 1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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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 개요

◦ (목적)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여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 (시험 종류) 3종(토픽Ⅰ, 토픽Ⅱ, 토픽 말하기 평가)

◦ (평가 영역 및 배점)

구분 평가영역(문항 수) 배점(시험시간) 시험 등급

토픽Ⅰ
듣기(30)
읽기(40)

200점
(100분)

초급
1급 80점 이상
2급 140점 이상

토픽Ⅱ
듣기(50)
쓰기(4)
읽기(50)

300점
(180분)

중·고급

3급 120점 이상
4급 150점 이상
5급 190점 이상
6급 230점 이상

토픽
말하기

말하기(6)
200점
(30분)

초급
1급 20점 이상
2급 50점 이상

중급 3급 90점 이상
4급 110점 이상

고급
5급 130점 이상
6급 160점 이상

※ TOPIK 말하기 평가는 TOPIK I·II와 분리 시행 및 별도 성적표 제공

◦ (활용처)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졸업

요건, 국내외 기업체 취업 및 인사 기준, 체류 자격 취득 등

□ 추진 경과

◦ 1997.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4개국(2,692명)에서 연 1회 실시

◦ 199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 2011.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

◦ 2014. 연 5회 시행 및 체제 개편(기존 초‧중‧고급 → TOPIK I, II)

◦ 2017. 국내‧외 동시 시행 확대(국내‧외 5회, 국내 1회)

◦ 2021. 연 6회 시행(국‧내외 3회, 국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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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요 통계 자료

□ 지원자 현황 (2014~2021)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자수 208,449 206,778 250,141 290,638 329,224 375,871 218,869 330,01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지원인원 감소

□ 국가별 지역별 현황 (2014~2021)                       ※ 국내 포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 수 66 68 72 70 76 83 42 75

지역 수 212 222 238 255 267 282 179 264

□ 시험 종류별 지원 현황 (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토픽Ⅰ
79,802

(27.5%)

88,384

(26.8%)

101,617

(27%)

47,016

(21.5%)

82,190

(24.9%)

토픽Ⅱ
210,836

(72.5%)

240,840

(73.2%)

274,254

(73%)

171,853

(78.5%)

247,822

(75.1%)

합계
290,638

(100%)

329,224

(100%)

375,871

(100%)

218,869

(100%)

330,012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