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대학교 한국어시험은 경희대학교 입학지원과 상관없이 외국인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한국어시험의 성적은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학부 외국인 신ž편입학전형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글로벌입학팀 홈페이지(iadmission.khu.ac.kr)에서 “경희대학교 한국어시험 신청 링크”로 접속하여 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결제
  - 수험료 60,000원(KRW)

□ 시험 형태

  -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온라인 100% 구술 평가

□ 경희대 한국어시험 취소 안내

  - 시험 신청 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험료 환불 절대 불가

□ 연락처: 국제처 글로벌입학팀

  - Tel: +82-2-961-9286~7

  - E-mail: admission@khu.ac.kr
  - Website: http://iadmission.khu.ac.kr 

경희대학교 한국어시험 일정

신청 및 수험료 납부 기간 2022.08.09(화) ~ 2022.08.23(화), 18:00까지 2022.10.11(화) ~ 2022.10.25(화), 18:00까지

신청 취소 2022.08.23.(화), 18:00까지 2022.10.25(화), 18:00까지

시험일정 2022.08.27.(토) (시험 시간 별도 안내 예정) 2022.10.29.(토) (시험 시간 별도 안내 예정)

시험장소 온라인 구술평가

결과발표 및 합격증 출력 2022.08.29.(월)~08.30(화) 예정 2022.11.02.(수)~11.04(금) 예정

http://iadmission.khu.ac.kr


KHU Korean Test result is valid only for Spring & Fall 2023 International Undergraduate Admission.

□ How to apply

   - Access the website of the Division of Global Admissions(iadmission.khu.ac.kr) and click the link “KHU Korean Test Application.” Fill out required information, 
and pay for the application fee.

   - Application fee 60,000 won(KRW)

□ Test form

   - Online oral test (This is temporary measures due to COVID-19, and it can be changed to face-to-face exam depending on the situation)

□ Cancellation of the test

   - Refund of application fee is not available after the cancellation due date.

□ Contact: (Seoul Campus) Division of Global admission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Tel: +82-2-961-9286~7

   - E-mail: admission@khu.ac.kr   

   - Website: http://iadmission.khu.ac.kr

KHU Korean Language Test Schedule
Application period and payment due 

date
2022.08.09(Tue) ~ 2022.08.23(Tue), 18:00 2022.10.11(Tue) ~ 2022.10.25(Tue), 18:00

Cancellation due date 2022.08.23.(Tue), 18:00 2022.10.25(Tue), 18:00

Test Date
2022.08.27.(Sat)

(exact test time will be announced later)

2022.10.29.(Sat)

(exact test time will be announced later)

Test Location Online Oral Test

Test result announcement & Print 

out the Test result certificate
Scheduled between 2022.08.29.(Mon)~08.30(Tue) Scheduled between 2022.11.02.(Wed)~11.04(Fri)

mailto:admission@khu.ac.kr
http://khglobal.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