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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 지역 화어문능력시험(TOCFL) 응시 요강> 

 

1. TOCFL응시 자격: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인사 

 

2. 응시료 (정체자 및 간체자 응시료 동일):  

- 컴퓨터화 시험 응시료: 한화 ₩65,000 원  

 

3. 시험 일시 및 장소: 컴퓨터화 시험 

2019년 07월 20일(토), 15:00~17:10, 대학로공인시험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6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2 층 

- 전화번호: 070-4842-4888 

- 주변 지하철역: 4 호선(혜화) 

- 주변 버스정류장: 통신대(이화장) (01-219) 통신대(이화장) (01-222) 방송통신대앞  

(01-877) 이화동(이화장) (01-277) 등 

- 참조 링크: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4069254 

     

4. 시험 급수별 수준(권장사항): 

TOCFL 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국적, 

성별 등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컴퓨터화 시험은 사전에 등급을 구분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성적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Band A (Elementary): 기초 문법 및 약 500~1,000 개의 어휘를 습득한 자 

◎ Band B (Intermediate): 약 2,500~5,000 개의 어휘를 습득한 자 

◎ Band C (Advanced): 약 8,000 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한 자 

 

5.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s://tocfl.sc-top.org.tw 

 

6. 접수시 주의사항: 

-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 기준 1~2 주 전 접수 시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시험안내 통보를 발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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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접수 시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기대해 주시고 TOCFL 의 

service@sc-top.org.tw 및 regtest@sc-top.org.tw 두 이메일 주소를 사전에 

안전한 이메일 주소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정이 불가할 경우 스팸 

메일함에서 확인 요망) 

 

7. 응시료 납부 방법:  

-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 TOCFL 시험 전용 계좌)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7-096-275 

(응시료 납부시 응시자의 한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8. 응시료 결제 내역 확인:  

입금 완료일로부터 3 일 이후 접수 사이트에 ‘결제완료’ 문구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시험 일정: 

제 2 회 

- 접수기간: 2019 년 06 월 01 일(토)부터 2019 년 06 월 19 일(수)까지 

- 성적공지 예정일: 2019 년 08 월 16 일 이후 

- 성적표 및 증서 발송 예정일: 2019 년 08 월 23 일 이후 

 

10. 시험 당일 주의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연필, 지우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11. 컴퓨터화 시험 유의사항 

- 컴퓨터화 시험에 익숙하기 위하여 국가화어시험추진업무위원회 사이트의 

‘듣기/독해시험 시스템 사용 설명 동영상’ 및 ‘온라인 모의고사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독해시험 시스템 사용 설명 동영상: 

https://www.sc-top.org.tw/chinese/download.php 

 온라인 모의고사 플랫폼: 

mailto:주시고%20TOCFL%20의%20service@sc-top.org.tw
mailto:주시고%20TOCFL%20의%20service@sc-top.org.tw
mailto:regtest@sc-top.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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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bt.sc-top.org.tw/sctopj/ChangeOrder0619.aspx 

-  화어문능력시험 문제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에는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Office, Windows Media Player, 게임, mp3 외 음악파일 등) 

- 상기 행위로 인하여 시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PC 작동여부, 네트워크 상태 등)나 시험센터의 

사정으로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는 즉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이를 알리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오류 

또는 문제가 해결된 후, 시스템의 재시작 또는 응시자 자리 변경으로 시험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시간을 추가하여 진행하며, 연장 시간은 

감독관이 정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상기 절차를 따라 시험을 진행한 

이후에는 시험 연기(다음 회차), 전액 환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불가피한 시스템 결함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시 해당 시험 이후에 정기시험을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해당 회차 응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재응시가 불가한 응시자는 전액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모니터 상에 시험 성적이 표시됩니다. 단, 시험 도중 아이디가 

변경되었던 응시자의 경우 정확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 응시자의 성적은 시험 완료 후 약 4 주 후 ‘온라인 접수 사이트’  

https://tocfl.sc-top.org.tw/zoom/index.php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및 합격확인서는 약 5 주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 지역 사무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99-2789 

- 이메일: koredu@mail.moe.gov.tw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