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학업은  
TestDaF 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대학과 전공에 상관 없이, TestDaF 
는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독일어 인증 
시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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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DaF:  
학업과 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독일어 인증 시험

매년 25,000 건이 넘는 응시 성적표가 발급됩니다: TestDaF는 독일 대학에 지원
하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독일어 인증 시험입니다.

   4개의 모든 시험 영역에서 TestDaF 성적 등급(TDN) 4를 획득하면, 독일의 거
의 모든 학과와 학부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수 학부 진학에만 더 높은 TestDaF 성적이 요구됩니다.
   시험의 한 개 영역에서TDN 5를 획득해 전체 평균 등급이 상향 가능한 경우, 비
록 다른 한 개 영역 성적 등급이TDN 3 이라도 일부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학부에서는 위의 경우보다 더 낮은 등급의 성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컨대 4개 전 영역에서 TDN 3을 받는 경우도 입학 허가).

여러분이 진학하는 학과에서 어떤 독일어 등급을 요구하는지 미리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www.sprachnachweis.de 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십시오.

(학문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TestDaF를 어학 증명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
니다. 높은 등급의 TestDaF 성적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독일어 실력으로 해당 연
구 기관 또는 고용주의 채용 의사를 고취시키기 바랍니다.

TestDaF 성적표는
효용 가치가 큽니다.

  무기한 유효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인정됩니다.

   여러분의 독일어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TestDaF는 4개의 시험 영역으로 구성
되며, 여러분의 학업과 학문적인 작업
에 필수적인 독일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TestDaF 에는 어떤 시
험 문제가 출제될까요?

딜라프루즈 라히바 (22), 우즈베키스탄
저는 작년에 TestDaF 에 합격했고 현재 Bochum 대학교에서  심리학
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강의들은 어렵게 느껴졌어요. – 전문 용어들이 많았고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
라서요! 예전의 독일어 강좌에서처럼, 알아 들었는지 내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TestDaF 를 통해 얻은 독일어 지식이 내게 계속해서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통계학 강
의에서 그래픽이 종종 나오고, 글쓰기도 자주 해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 시험과 학업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비록 틀리는 점이 있더라도, 소통가능한 수준으로 말하고 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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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DaF 의 4개 시험 영역
TestDaF 에서 요구되는 독일어 능력

읽기 시험
독해 지문 3개, 30 문항, 시험 시간 60분

대학일상과 관련된 짧은 텍스트들을 읽
고 주어진 진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수강편람, 광고문 또는 책 서평 등
이 제시됩니다. 일반적인 주제나 학문적
인 주제에 관한 좀 더 긴 텍스트들을 파
악하고 주요 진술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쓰기 시험
쓰기 시험 과제 1개, 시험 시간 60분

특정 주제에 대해 주제와 연관된 명확한 구성의 텍스트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이어그램에서 정보를 포착
해 묘사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듣기 시험 
듣기 텍스트 3개, 25개 문항, 시험 시간 
40분

듣기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대화, 인터뷰 또는 강연 텍스트들이 
제시됩니다. 약간 긴 듣기 텍스트의 전체 
맥락과 주요 진술을 이해하고, 관련 질문
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시험
7개의 말하기 과제, 시험 시간 35분

대학 생활의 전형적 상황에서 구두로 
의사표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미나
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료 학
생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능동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TestDaF 성적 등급
3개의 TestDaF 성적 등급(TDN 3,4, 5)은 여러분의 학업에 필요한 독일어 능력
을 보여줍니다. TestDaF 성적 등급은 유럽회의 회원국 언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능력에 관한 유럽 공동 표준에 준합니다. 이 성적 등급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TestDaF 성적표를 제시하게 될 기관에, 여러분의 어학 능력에 대한 국제적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TestDaF-성적 등급(TDN) TDN 3 TDN 4 TDN 5

언어 능력에 관한 유럽 공동 표준

A B C

Basic User Independent User Proficient User

A1
Breakthrough

A2 
Waystage

B1
Threshold

B2
Vantage

C1
Effective Proficiency

C2
Mastery

입학 허가  
취득 가능 
한 성적

입학 허가 취득 확
정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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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DaF 는 공정한 시험입니다.

공정성과 우수성이 TestDaF  
연구소의 기본 취지입니다.

TestDaF의 표준화된 양식은 시험 준비
를 할 때,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응시
생들은 TestDaF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알고 있습니다.
TestDaF 연구소는 시험과 채점의 공
정성을 보장합니다.

장애를 가진 응시생들을 위한 
TestDaF
신체적 장애 (예컨대 시각 장애나 난
청)  또는 학습장애 (예컨대 독서 곤란
증이나 주의력 결핍증)의 제약을 받고 
계신 분들도 TestDaF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estDaF는 해당 장
애 응시생을 위해 맞춤형으로 시행됩
니다. 해당 시험 관리센터에  사전에 미
리 연락해 주십시오.

TestDaF는  다음 항목에서  
지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구성
   출제 유형
   시험 수준
   시험 시행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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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 확보, 우수성 증명
TestDaF 연구소는 학술기관입니다.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해 TestDaF의 우수성
이  확보되고, 개선되며 투명하게 유지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점: 시험 수준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고, 시험이 공정합니다.

우수성 인증 : Q-마크 
유럽 어학 인증 시험 협회는 TestDaF의 
표준 관리에 최고점을 부여했고, 이 시
험에 우수성 인증 마크인 „Q 마크“를 부
여했습니다.

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www.alte.org

TestDaF는 통일성 있고 명확한 기준에 입각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국제 표준이 보장됩니다.

TestDaF는 공신력 있는 시험입니다.

TestDaF 연구소에서 중앙 통제 
방식으로 전문 출제 위원들이 시

험 출제

TestDaF 응시 희망자를 위한 전
세계적 모의고사 실시 및 평가

전 세계적으로 공인 시험 관리
센터에서만 시험 시행

중앙 통제방식으로 모든 문항 채
점 및 모든 응시생 성적 산출



TestDaF에 성공적으로 응시하는 일곱 가지 방법  
www.testdaf.de ➡ 응시생들을 위한 홈페이지

 TestDaF 에 응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TestDaF 
웹사이트나 onDaF에서 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TestDaF에 철저하게 대비
하십시오.

 모델테스트: TestDaF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듣기 자료를 포함한 모델 테스트를 무료로 다운 
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Hinsweise und Tipps“를 클릭하
면, TestDaF 문제의 확실한 정답을 찾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다양한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준비자료로 시험
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 관리센터나 대학 또는 괴테 인스 
트티투트에서 제공하는 시험 준비 과정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Deutsch-Uni Online(DUO) 에 접속하면, 튜터
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 가까운 곳에 있는 시험 관리센터를 선택하십시오.

4 TestDaF 응시일을 결정하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 계획하고,  해당 대학의 원서 마감 시한
을 유념하십시오.

5 TestDaF 온라인 등록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ID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해야 이후 여러분의 데이
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6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십시
오. 시험일 전후에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웹사이
트에서 FAQ 항목을 정독하십시오.

7 여러분의 시험 결과와 성적표를 기대하십시오. 시
험 결과는 시험일로부터 6주 후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ID 와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명된 성적
표 인쇄본은 해당시험 관리센터를 통해서 받게 됩
니다.



전 세계의 TestDaF  
시험 관리센터
  약 100개국에 500여개 시험 관리센터
   150개국 출신의 TestDaF 응시생
   매년 25,000 명의 응시생을 기록하며 어학 인
증 유럽 공동 표준에 입각해 가장 비중 있고 가
장 규모가 큰 독일어 인증 시험

Afghanistan 
Ägypten 
Äthiopien 
Albanien
Algerien
Argentinien
Armenien
Aserbaidschan
Australien
Bangladesch
Belarus
Belgien
Benin
Bolivien
Bosnien und Herzegowina
Brasilien
Bulgarien
Burkina Faso
Chile
China

Côte d'Ivoire
Dänemark
Deutschland
Ecuador
Estland
Finnland
Frankreich
Georgien
Ghana
Griechenland
Großbritannien
Guatemala
Hong Kong
Indien
Indonesien
Iran
Island
Israel
Italien
Japan

Jemen
Jordanien
Kamerun
Kanada
Kasachstan
Kenia
Kirgisistan
Kolumbien
Kroatien
Lettland
Litauen
Luxemburg
Madagaskar
Malaysia
Marokko
Mazedonien
Mexiko
Mongolei
Niederlande
Nigeria

Norwegen
Pakistan
Palästina
Peru
Philippinen
Polen
Portugal
Republik Moldau
Rumänien
Russische Föderation
Schweden
Senegal
Serbien
Singapur
Slowakische Republik
Spanien
Südkorea
Südafrika
Syrien

Tadschikistan
Taiwan
Thailand
Togo
Tschechien
Türkei
Ukraine
Ungarn
Uruguay
USA
Usbekistan
Venezuela
Vereinigte Arabische Emirate
Vietnam
Zypern



Kontakt zum TestDaF-Institut:

Gesellschaft für Akademische Studienvorbereitung 
und Testentwicklung e. V.
TestDaF-Institut, Bochum

E-Mail: kontakt@testdaf.de
Internet: www.testdaf.de
www.facebook.com/TestDaF

Mitglied in ALTE und EALTA
Assoziiertes Mitglied in ITC und EAQ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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