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22(금)>  
  

언론  보도  정정  알림  
 

최근 일부 언론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하여 잘못 보도하였기에 고객 편의를 위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6월에 계획된 한국어능력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  2020년 선발시험(한국어능력시험 및 기능시험) 일정은 계획된 적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문인식기 도입과 컴퓨터시험장 완공 이후에 시험일정을 잡기로 네팔정부와 

연초에 협의 

 

○  2020년 더 많은 네팔 청년들을 한국으로 도입할 것임 

→  2019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2개 분야에서 선발을 실시한 것과 달리 제조업에서만 예비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임으로 전년보다 선

발인원 축소 

→  한편, 구직등록을 한 기존 합격자가 많아 ‘특별한국어능력시험’도 미실시 

 

○  Online 시험 실시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컴퓨터 등 다양한 방식의 전산화 시험방식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 않음  

2020년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네팔EPS센터장 

  

 

@)@)=)%=@@ -z'qmaf/_   

ldl8of l/kf]6{df ;Dk|]if0f ePsf ;dfrf/x? v08g 
 

 

kl5Nnf] ;dodf s]lx ldl8ofdf /f]huf/ cg'dlt k|0ffnL cGtu{tsf] sf]l/og efiff kl/Iff -EPS TOPIK_ af/] 

unt ;dfrf/ ;Dk|]if0f ePsf] x'bf ;DalGwt ;a}sf] hfgsf/Lsf] nflu tL ;dfrf/x?nfO{ v08g u/]sf 5f}F .  

 

○  @)@) h'gdf lng] elgPsf] sf]l/og efiff kl/Iff sf]/f]gfsf] sf/0f /2 

 @)@)sf] 5gf}6 kl/Iff -sf]l/og efiff kl/Iff / :lsn 6]:6_ slxn] lng] eg]/ of]hgf ag]sf] 5}g .  

 

 sf]l/og efiff kl/Iffdf cdof{lbt s[ofsnfknfO{ /f]Sgsf] lgldQ lkmË/ lk|G6 lng] Joj:yfsf] z'?jft / sDKo'6/af6 kl/Iff 

lng] :ynsf] lgdf{0f ;lsP kZrft kl/Iff slxn] lng] elg tf]Sg] ;DaGwdf g]kfn ;/sf/;Fu o; jif{sf] z'?df g} ;Nnfx 

eO{ ;s]sf] 5 .  

 

 @)@)df cem w]/} g]kfnL o'jfx? kf; u/fP/ sf]l/of k7fpg]  

 @)!(df s[lif tyf kz'kfng If]q / pTkfbgd'ns If]q b'O{ ljwfdf kl/Iff ePtfklg cfpg] kl/Iffdf pTkfbgd'ns If]qdf 

dfq kl/Iff lnP/ sfdbf/ 5gf}6 ug]{ of]hgf 5 . To;}n] kf]xf]/sf] eGbf pQL0f{ x'g]sf] ;+Vof 36\g] 5 .  

 

 csf]{ lt/ /f]i6/df ePsf JolQmx? w]/} ePsf]n] o; jif{ …ljz]if sf]l/og efiff kl/IffÚ -CBT_ ;d]t gx'g] ePsf] 5 .  

 

 cgnfO{g kl/Iff ;~rfng 

 sf]l/og efiff kl/Iffdf cdof{lbt s[ofsnfknfO{ /f]Sg sDKo'6/, cflb ljleGg tl/sfsf sDKo'6/fOH6 kl/Iff dfWodaf/] 

cWoog eO{ /x]sf] 5 . t/ cem} s'g} lgisz{df eg] k'lu ;s]sf]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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