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과정 반편성 시험 안내
222(2022 Summer semester) Korean Course Placement Test
1. 내용: 222 신입생 반편성을 위한 필기 및 말하기 시험
2. 일시
❍ 필기시험(e-Campus): 2022.05.24.(화) 오전 9:00~09:50
❍ 말하기시험(ZOOM): 2022.05.24.(화) 오후1:00 부터 1:1 면접
3. 방법(How to)
❍ 필기 시험(e-campus: http://ecampus.konkuk.ac.kr )
총 시험시간 50분(10시에는 모든 시험이 종료되며 자동으로 꺼짐)
시험구성: 객관식 25문제, 단답형 쓰기 6문제, 작문 1문제
※ 앞부분에 읽기 문제, 뒷부분에 쓰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시간 조절해서 문제 풀어야 함
※ 모르는 문제는 굳이 풀지 말고 넘어갈 것
※ 쓰기 시험에는 복사/붙여넣기 기능이 차단되어 있음
❍ 말하기 시험: ZOOM으로 실시
ZOOM 연결 인터넷 주소는 지역 담당자가 개별 안내
※ 시험환경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음 .
학생들은 지정된 시간에 회의실에 접속해야 함.
학생들은 일단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함.
교사가 순서대로 한 명씩 대기실에서 데려온 후에 시험을 진행.
※ 배정된 시간 중에 자기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계속 기다려야 함.
4. 기타
❍ 응시자는 개인 학번(KL번호) 미리 확인할 것 (※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기시험 아이디는 KL번호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 온라인 지필 시험을 위해 PC 및 개인 휴대전화에 한글 자판 설치할 것
❍ 면접(말하기) 시험용 ZOOM 사전에 설치 및 테스트 할 것.
❍ 앞부분에 읽기 문제 , 뒷부분에 쓰기 문제가 있으므로 응시자가 시간 조절해서 문제 풀것
❍ 시험은 단 1회에 한 함
❍ 시험 결과는 따로 발표하지 않으며 반편성에만 활용 함.

한국어과정 반편성 시험 안내
222(2022 Summer semester) Korean Course Placement Test
1. Written and Speaking Tests for Freshman Placement
2. Date
❍ Written Test (e-Campus): 2022.05.24. (Tue) 9:00~09:50
❍ Speaking Test (ZOOM): 2022.05.24. (Tue) 1:00 PM 1:1 interview
3. How to
❍ Written Test (e-campus: http://ecampus.konkuk.ac.kr)
Total test time 50 minutes (All tests are automatically turned off after setting time 50 minutes)
Exam composition: 25 multiple choice questions, 6 short answer writing questions, 1 writing question
※ There are reading questions in the front part and a writing test in the back part, so you have to
adjust your time to solve the problem.
※ Skip questions you don't know.
※ The copy/paste function is blocked in the writing test.
❍ Speaking Test: Conducted with ZOOM
The ZOOM connection internet address will be provided individually.
※ The test environment is optimized for Chrome.
Students must access the ZOOM meeting room at the designated time.
Students must first enter the waiting room.
The test is conducted after the teacher brings the students from the waiting room in order.
※ You have to wait in the waiting room until your turn.

4. Others

❍ Students must check their own student number (KL number) in advance
(※ You can check it on the Language Institute website)
❍ The written test ID is the KL number, the password is the date of birth
❍ Install Korean keyboard on PC and personal mobile phone for the online paper-based test
❍ Install and test the ZOOM for the interview (speaking) test in advance.
❍ The placement test can only be taken once
❍ The test results are not announced and are used only for class formation.

Written Test

한국어과정 반편성 시험 안내
1.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Go to Konkuk University homepage.
http://www.konkuk.ac.kr

2. 건국대학교 e-campus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Click on e-Campus.

Written Test

한국어과정 반편성 시험 안내
3. eCampus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두가지 언어입니다.
e-Campus supports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4. 로그인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합니다.
Log in with your ID and password.

5. ID는 KL번호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YYYYMMDD) 입니다.
ID is KL Number and password is 8 digits of each student’s birth date. (YYYYMMDD)
ID는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kli.konkuk.ac.kr/k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ID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Language Institute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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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팝업 창이 뜨면 지우세요.
If a pop-up window appears, delete it.

7. 로그인후 과목명 한국어 수준 진단평가를 클릭합니다.

After logging in, click Subject Name “한국어수준진단평가＂
Remove the pop-up window that automatically shows up.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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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편성고사(Placement test)를 클릭하고 바로 시험을 봅니다.
Click the placement test and take the test.

Written Test

한국어과정 반편성 시험 안내
9. 로그인을 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동의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When you log in, you will see the consent page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Click “동의” (Agree) and proceed.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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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The test can only be taken at a fixed time.
시험화면 테스트로 사전에 기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Students can check in advance for good operation.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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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The test can only be taken at a fixed time.
시험화면 테스트로 사전에 기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Students can check in advance for good operation.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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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전 9시에 아래 시험 규칙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시험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9AM , With the consent of the following test rules: Students can start the test.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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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항은 총 32 문항이며 읽기와 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32 questions in total and they consist of reading and writing.

답안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your answers.

시험시간은 총 50분입니
다. Test time 50 minuests

한문제를 풀때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ress the Next button to
move on to the next quiz.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최종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Complete all the questions and click the Submit at the end button.

Writt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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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좌측 제출을 클릭 후 이런 메시지가 뜨면 제출을 클릭하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Final button for the finish the test

모든 문제를 다풀었을때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Written Tes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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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Go to Konkuk University homepage.
http://www.konkuk.ac.kr

2. 밑에 화면에 있는 E-CAMPUS를 찾아
클릭합니다.

Click on e-Campus

Written Tes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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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 (KL번호)와 비밀번호(생년월일
YYYYMMDD)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
다.

4.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를 클릭합니
다.

Written Tes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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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팝업 안내문을 클릭하여 없앱니다.
Remove the pop-up window that automatically
shows up.

6. 한국어수준진단평가를 클릭합니다.
Log in with your ID and password.

Written Tes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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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편성고사를 클릭합니다.

Click the placement test and take the test.

8. 시험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를 체크하
고 시험시작을 클릭합니다.
When you log in, you will see the consent
page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Click “동의” (Agree) and proceed.

Written Tes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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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은 총 50분입니다. Test time 50
minutes

9. 한 문제를 풀때 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문제로 진행합니다.
Press the “다음” Next button to move on to
the next quiz.
답안지를 누르면 입력한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되돌리기로 지속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Written Tes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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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 종료시 제출을 클릭합니다.

Complete all the questions and click the Submit
at the end button.

10. 답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최종 질문에 제출을 눌러 시험을 종
료합니다.

Spea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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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미리 받은 ZOOM링크 주소로 접속합니다.
접속시 이름을 여권 이름으로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ZOOM 링크 주소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학생별 줌 링크는 개인별로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ZOOM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OOM 링크 접속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시험은 담당선생님과 1:1로 학생들의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반편성 결과는 5월 31일 3시경에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kli.konkuk.ac.kr

Students access the ZOOM link address each their own.
Enter your name as your passport name when you connect.

The ZOOM link address varies from student to student.
Zoom links for each student have been notified individually.
Please install and practice the ZOOM program in advance.

Students wait after accessing the ZOOM link in the waiting room.
The speaking test is conducted in the order of the students with the teacher in charge 1:1.

The results of the placement test will be announced on the website of Konkuk Language Institute on May 31 3PM.
The website of Konkuk Language Institute is http://kli.konkuk.ac.kr

Spea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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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Meetings 열기를 클릭합니 다. Click Open ZOOM Meetings.

정해진 시간에만 열립니다. The meeting room is open only at the appointed time.

Spea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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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의 대기실 기능을 사용합니다. The host will admit each student individually.

접속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Please connect and wait.

Spea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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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1:1로 말하기 시험을 봅니다. The test is 1:1.

시험결과는 5월 31일 오후 3시경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The results of the placement test will be announced on the website of the
Language Institute on May 31. 3PM.

핸드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It's possible in the same way on the smart ph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