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진을 반드시 jpg로 저장 (pdf파일 접수 불가)하고 파일명 ‘이름_휴대폰번호’ 을 명시합니다.

예) 사진 파일명 ‘이수지_185-****-*****’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탈모, 무배경)이라야 함.

회차 시행일시 정기접수 성적발표

240 11월 11일 (토) 14:30(중국현지시각) 09.25(월) ~ 10.15(일) 11월 21일

환율            응시자수 50-59명 60-69명 70-79명 80-89명 90-99명

151-160 350-400 335-375 325-360 295-320 275-300

161-170 330-380 320-355 310-340 255-300 240-280

171-180 285-360 255-320 230-290 205-265 190-250

181-190 270-345 240-310 215-275 195-250 175-230

191-200 260-330 230-295 205-265 185-240 165-220

가 정 통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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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TEPS시험 응시 방법 및 접수 절차 

2017학년 본교에서 실시하는 TEPS시험과 관련하여 서울대 TEPS 관리처에서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정기 시험은 총 4 회 (제231/232/238/240회)

이며, 2013년 2월부터는 해외에서 공공 아이핀, 공인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모든 인증절차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접수로 진행했던 것을 단체접수(50인 이

상 신청시에만 시험 실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에서의 성적확인 또는 성

적표 발급이 불가능하며, 추후 텝스 본부에서 성적표가 본교로 발송되면 그때 개별적으로 담당

자에게 성적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참고하여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회차: 제240회 (재외한국학교 특수 시험장 특성상 추가접수 및 취소불가)

2. 납부비용: 정기접수 마감 후 신청 인원과 환율 등에 따라 추후 공지됨 

가. 응시료: 한화 39,000원

나. 텝스위원회 본부장 출장비용(항공료 및 비자비용) 수익자 부담비용: 한화 약 500,000원(평균 예상금

액으로 추후 변동됨) ÷ 응시자수

<환율 및 신청인원에 따른 총납부액 예시>

(단위: 위엔)

(신청마감 후 신청인원 및 환율에 따라 정확한 납부액 공지됨)

3. 차량은 신청자에 한해 2대의 차량을 운행하나 정해진 노선만 운행함

가. 노선: 공상은행-명도성-우리은행-화광청-학교 /베이상완-천안호원-풍도국제-학교

나. 비용: 신청자 수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어 추후에 공지되며 차량비용은 담당교사에게 직접 지불함

4. 응시자 접수방법 (반드시 TEPS위원회 규정양식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한글이름 영문 성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집주소

상해한국학교 홍길동 HONG GIL DONG 20151009 남 abc@abc.com 123-456-7890 정정원

② 인적사항기록 (EXCEL 파일)

-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 가정통신/공지사항 - 2017년 9월 17일 텝스실시>에서 ‘신청양

식’을 다운받아 사용,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시) (특히 영문명은 여권과 동일, 영문이름 띄어쓰기 여부 확인)

③ 사진과 인적 사항 내용 ( ① + ② )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 totato_sj@hanmail.net 문의: 중등 영어부 교사 이수지 (6493-9616)

④ 접수마감(10/15)이후 반드시 학교홈페이지에서 시험 실시여부 공지 후 실시하는 경우 

스쿨뱅킹으로 응시료를 납부합니다. (시험 실시 확정 공지시 총납부액과 스쿨뱅킹 일자를 안내함)

⇓

⇓

⇓

5. 유의사항 및 준비물 - 신분증(여권, 텝스 사이트 참고),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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