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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6. 22.(수) 06:00

(지  면) 2022. 6. 22.(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6. 21.(화) 15:30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원용연 (044-203-6799)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798)

국립국제교육원 책임자 센터장 정미례 (02-3668-1304)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찬웅 (02-3668-1431)

2025년부터 홍콩대학입학시험 과목에 한국어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의 홍콩대입시험 활용 양해각서 체결 -

주요 내용

□ 2025년 홍콩대입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포함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성적으로 공식 활용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국외 대입시험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서, 향후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국가에서 활용 확대 기대   

□ 교육부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백용천)은 홍콩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과 홍콩시험평가국**
(사무총장 웨이 시앙 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Hong Kong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운영하는 홍콩의 공공평가기관으로 우리나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유사

 ㅇ 홍콩시험평가국은 2025년부터 홍콩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과목 신설을 확정하고, 해당 과목의 대입시험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을 공식 활용하기로 하였다.

 ※ 한국어를 대학입학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국가(총 8개국) : 일본,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ㅇ 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국외 대입시험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입 등에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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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양해각서에는 △홍콩대입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을 제2외국어 한국어 

과목 평가에 활용 △홍콩 내 연 2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홍콩

대입시험 한국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결과(2년 이내 

취득한 최고 성적)를 홍콩시험평가국에 제공 △홍콩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

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를 위한 연수 및 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된다.

□ 향후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시험평가국과 

공동으로 홍콩 현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콩대입시험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현지 대입

시험 성적으로 공식 활용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 홍콩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한국어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홍콩의 초중등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 많이 활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2. 홍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현황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원용연 (044-203-6984)

<총괄>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798)

국립국제교육원 책임자 센터장 정미례 (02-3668-1304)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찬웅 (02-3668-1431)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책임자 총영사 백용천 (+852-2529-4141)

담당자 부영사 김평국 (+852-2529-4141)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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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 개요

◦ (목적)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여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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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 (시험 종류) TOPIKⅠ, TOPIKⅡ, TOPIK 말하기 평가(‘22.11월 최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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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현황 (2014~2021)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행국가수

※ 국내 포함
66 68 72 70 76 83 42 75

지원자수 208,449 206,778 250,141 290,638 329,224 375,871 218,869 330,016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지원인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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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홍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현황

□ 홍콩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및 시행기관

국가 지역 시행시기 주관기관 시행기관

중국 홍콩 4월, 7월, 10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한국국제학교

□ 홍콩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현황

지역 2003~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계

홍콩 24,043
2,104

(200)

989

(71)

2,750

(150)
940
(39) 30,826

(단위 : 명)

※ 괄호 안은 15-18세 미성년 지원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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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홍콩대입시험(HKDSE) 개요

□ 개요

◦ (시험영역) Category A(일반) / Category B(직업교육) / Category

C(제2외국어)

영역 시험 과목

Category A

(일반)

·필수 : Chinese, English, Math, Liberal Studies

·선택 : Chinese History, Economics, Geography, Design and

Applied Technology, Chemistry, Physics 등 21개 교과

Category B

(직업교육)

·선택 : Creative Studies, Media and Communication, Applied

Science, Engineering and Production

Category C

(제2외국어)

·선택 : 불어, 일어, 독어, 스페인어, 힌두어, 우루두어(파키스탄

언어)

※ 한국어는 2025년부터 실시

◦ (시험일정) 교과목별로 개별 실시하며 Category A, B는 4~5월 /

Category C(제2외국어)는 전년도 10월 시행

※ 홍콩은 9월 학기제를 채택

◦ (평가방식) 절대평가

□ 홍콩대입시험 제2외국어 시험 개요

◦ (시험과목) ’22.6월 현재, 불어, 독어, 일어, 스페인어, 힌디어, 우르

두어(파키스탄 언어) 6개 언어

◦ (출제방식) 자체 출제 없이 캠브리지에서 제공하는 GCE-A(S)

Level 평가 체계를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