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of examination
Test Dates
Americas, Europe,
Africa

Test No.

Korea

68th

January 12(Sun) ,
2020

Remark

Asia and Oceania

Will be carried out only in Korea

69th

April 12(Sun) , 2020 April 11(Sat) , 2020

April 12(Sun) ,
2020

70th

May 24(Sun) , 2020

May 24(Sun) ,
2020

71st

July 12(Sun) , 2020

72nd

October 18(Sun) ,
2020

73rd

November 15(Sun) ,
2020

May 23(Sat) , 2020

July 12(Sun) ,
2020
October 17(Sat) ,
2020

October 18(Sun) ,
2020

November 14(Sat) , November 15(Sun)
2020
, 2020

Application period (Korea-based)
Application period (Korea-based)
Period

Test No.
From 9:00

Method for Application

Remark

December 10(Tue), 2019

th

68

To 18:00

December 16(Mon), 2019 (for 7 days)

From 9:00

January 31(Fri), 2020

th

69

To 18:00

February 6(Thu), 2020 (for 7 days)

From 9:00

March 10(Tue), 2020

70th
To 18:00 March 16(Mon), 2020 (for 7 days)

From 9:00 May 29(Fri), 2020

√ Korea: online application
Will be
(individual & group)
carried out
√ Overseas: submit to
only in Korea
designated organization(s)

71st
To 18:00 June 4(Thu), 2020 (for 7 days)

From 9:00 August 4(Tue), 2020
72nd
To 18:00 August 10(Mon), 2020 (for 7 days)

From 9:00 September 8(Tue), 2020
73rd
To 18:00 September 14(Mon), 2020 (for 7 days)
The application period for TOPIK test abroad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You must check the schedule with the
designated organization(s) at your preferred region/location for application.
Deadline for application and payment are same (no additional period for payment).

Result announcement
Examination results announcement date
Test No.

68th

69th

70th

Result
announcement

February

May

5(Wed), 2020

21(Thu), 2020

71st

72nd

73rd

June

August

November

December

30(Tue), 2020

20(Thu),
2020

26(Thu),
2020

24(Thu),
2020

The test results will be announced through TOPIK website(www.topik.go.kr) at 15:00 on the day of announcement.
The test results announcement dat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2020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시행 예정 국가
2020-02-11

시험회차

시험일

접수
예정기간

국가(지역)

미국(뉴욕, LA,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괌, 사이판, 시애틀). 브라질(상파울루, 캄포그란데, 브라질리아, 포르투알레그
리),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레스톤), 방글라데시(다카), 터키(앙카라, 카이세리, 이스탄불), 이집트(카이로), 스페인(바르셀로나),

2020.4.11.(토)

콜롬비아(보고타), 우크라이나(키예프, 오데사, 드니프로), 불가리아(소피아), 포르투갈(리스본),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베네수엘라(카
라카스), 에콰도르(과야킬), 요르단(암만), 모로코(라바트), 자메이카(킹스턴), 몰도바(키시나우), 수단(카르툼)
41개국 144지역

18.12월
~19.1월

제69회

(몰도바,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 포
르투알레그리, 인도 벵갈로루, 인도 뿌
네)

일본(도쿄 등), 중국(베이징, 홍콩 등), 카자흐스탄(알마티, 아스타나),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켁, 오쉬),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
트, 우르겐치, 페르가나), 몽골(울란바토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사할린, 모스크바, 로스토프나도누, 카잔, 상트페테르부
르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스크, 야쿠츠크), 베트남(호치민, 다낭, 후에, 달랏, 하노이), 대만(타이베이, 고웅, 타이중), 필리핀(세부), 말

2020.4.12.(일)

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델리, 자르칸드, 첸나이, 마니푸르, 하이드라바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족자카르타), 타지키스탄(두산
베), 아제르바이잔(바쿠), 캄보디아(프놈펜), 브루나이(반달세리베가완), 투르크메니스탄(아쉬하바드), 아프가니스탄(카불), 싱가포르, 파
키스탄(이슬라마바드)

미국(워싱턴), 캐나다(밴쿠버, 오타와), 독일(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튀빙엔), 파라과이(아순시온), 프랑스(파리, 라로셀, 루앙,
스트라스부르그, 액상프로방스, 보르도, 리옹), 체코(프라하), 벨라루스(민스크), 스페인(말라가, 라스팔마스),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
2020.5.23.(토)

고), 멕시코(멕시코시티, 테픽, 몬테레이), 남아프리카공화국(프레토리아), 뉴질랜드(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그리스(아테네), 페루
(리마), 과테말라(과테말라시티), 핀란드(헬싱키), 케냐(나이로비), 나이지리아(아부자), 탄자니아(다레살람), 라트비아(리가), 마다가스카
르(안타나나리보), 이탈리아(시에나), 코스타리카(산호세)
32개국 54지역

1~2월

제70회

중국(홍콩),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페르가나),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태국(방콕 등), 필리핀(마닐라, 라구나),

2020.5.24.(일)

제71회

2020.7.12.(일)

(탄자니아, 이탈리아 시에나,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아제르바이잔 나흐체반)

아제르바이잔(나흐체반), 캄보디아(시엠립), 스리랑카(콜롬보), 네팔(카트만두)

4월 중

일본(도쿄 등),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태국(방콕 등), 캄보디아(프놈펜), 이란(테헤란)

7개국 35지역

미국(애틀랜타), 호주(시드니 등), 독일(프랑크푸르트, 보훔), 브라질(상파울루, 이과수, 리오데자네이루, 헤시피), 캐나다(애드먼턴, 오타
와, 몬트리올), 파라과이(아순시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꼬르도바, 뚜꾸만),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스페인(마드리드), 우크
2020.10.17.(토)

라이나(키예프, 오데사, 드니프로), 칠레(산티아고), 베네수엘라(카라카스), 에콰도르(키토), 뉴질랜드(웰링턴), 그리스(아테네), 코스타리
카(산호세), 루마니아(부카레스트), 요르단(암만), 조지아(트빌리시), 튀니지(튀니스),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 우간다(캄팔라), 몰도바
(키시나우)

38개국 142지역

6~7월

제72회

(캐나다 몬트리올, 아프가니스탄 헤랏)

일본(도쿄 등), 중국(베이징, 홍콩 등), 카자흐스탄(알마티, 아스타나),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페르가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로스토프나도누), 베트남(호치민, 다낭, 후에, 달랏, 하노이), 대만(타이베이, 고웅, 타이중), 필리

2020.10.18.(일)

핀(마닐라, 라구나, 세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 만달레이), 인도(델리, 자르칸드, 첸나이, 마니푸르, 하이드라바드,
뿌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 반둥), 태국(방콕, 치앙마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아프가니스탄(헤랏)

미국(LA,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괌, 포틀랜드),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레스톤), 체코(올로모우츠), 이집트(카이로), 이탈리아(베네
치아), 아르메니아(예레반), 스페인(바르셀로나, 살라망카), 콜롬비아(보고타), 헝가리(부다페스트), 멕시코(멕시코시티, 테픽, 몬테레이),
2020.11.14.(토)

포르투갈(리스본),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페루(리마), 루마니아(클루즈나포카), 과테말라(과테말라시티), 오스트리아(비엔나), 네덜란
드(레이든), 노르웨이(오슬로), 케냐(나이로비),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폴란드(크라쿠프), 자메이카(킹스턴), 볼리비아(라파스), 사우
디아라비아(젯다),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8월 중

제73회

41개국 63지역

중국(홍콩),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켁, 오쉬),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페르가나), 몽골(울란바토르), 러시아(상트페
2020.11.15.(일)

테르부르크, 카잔, 울란우데),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 타지키스탄(두산베), 아제르바이잔(바쿠), 라오스(비엔
티엔, 루앙프라방), 캄보디아(프놈펜), 이란(테헤란), 네팔(카트만두), 동티모르(딜리)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지역은 회차마다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