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BCT는 중국 교육부가 인증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중국어 평가로써 삼성, 

LG, SK, CJ, 문화체육관광부 등 150여 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택 기업/기관 및 대학

新BCT 읽기/ 듣기/ 쓰기

기업/ 기관

대학/ 대학원

응시료

新BCT 말하기

시험일정

월 평가일 접수기간
6월 6월 14일 (일) 5월 18일 (월) ~ 6월 7일 (일)
8월 8월 9일 (일) 7월 13일 (월) ~ 8월 2일 (일)
11월 11월 15일 (일) 10월 19일 (월) ~ 11월 8일 (일)

구분 응시료
읽기/ 듣기 B형 38,500원

읽기/ 듣기/ 쓰기
A형 39,600원
B형 60,500원

말하기 - 72,600원

월 평가일 접수기간
6월 6월 27일 (토) 5월 26일 (화) ~ 6월 21일 (일)
7월 7월 25일 (토) 6월 22일 (월) ~ 7월 19일 (일)
8월 8월 22일 (토) 7월 20일 (월) ~ 8월 16일 (일)
9월 9월 19일 (토) 8월 17일 (월) ~ 9월 13일 (일)
10월 10월 24일 (토) 9월 14일 (월) ~ 10월 18일 (일)
11월 11월 21일 (토) 10월 19일 (월) ~ 11월 15일 (일)
12월 12월 19일 (토) 11월 16일 (월) ~ 12월 13일 (일)

·新BCT 홈페이지(www.bctkorea.c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고사장은 매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
니다.

※그 외 채택 기업/기관 및 대학은 홈페이지(www.bctkorea.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BCT사업본부

고객센터 1644-0505
기업/단체문의 02-6262-9675

접수안내

접수문의

한·중 FTA 시대! 

2015년 새롭게 개정된 新BCT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세요!

www.bctkorea.co.kr

한국BCT사업본부

고객센터 1644-0505

기업/단체문의 02-6262-9675

삼성, CJ가 인정한 기업 채용 필수 시험

중국 교육부가 개발 및 인증하는

중국어시험



新BCT 읽기 / 듣기 / 쓰기 A형 (초급용)

기업/ 기관

新BCT는 기업의 신입채용, 인사고과, 교육평가, 인력선발 부문에 
활용됩니다.

공인성 실용성 통합성 편의성

대학/ 대학원

新BCT는 대학의 신입생선발, 졸업인증, 학점인정, 장학제도  
부문에 활용됩니다.

·�신입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어학특기자 입학전형

·�인사제도 내 新BCT  
기준 도입 

·�승진 시 자격기준,  
가산점 부여

전세계 유일한 중국 교육부 인증 실무형 중국어 평가로 평가 타당성 및  
신뢰성 보증

다양한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중국어 능력 검증  
(인문, 사회학 등 비실용적 문항 배제)

중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대 영역 모두 평가 가능

·�과목 학점 반영

·�대학 졸업시험 면제

·�핵심인력 선발 자격 기준

·�우수 어학능력자 선발

·�장학금 지급 기준

·어학 우수장학금 부여

新BCT 읽기 / 듣기 / 쓰기 B형 (중/ 고급용)

新BCT 읽기 / 듣기 B형 (중/ 고급용)

新BCT 말하기

新BCT는 기업의 신입채용 및 인재선발에 맞춰진 최적의 평가 
입니다.

시험내용 문항 시험시간 점수

듣기 30개 20분 100

읽기 30개 30분 100

쓰기 10개 10분 100

전체 70개 60분 300

시험내용 문항 시험시간 점수

듣기 50개 40분 100

읽기 40개 60분 100

쓰기 2개 40분 100

전체 92개 140분 300

시험내용 문항 시험시간 점수

듣기 50개 40분 500

읽기 40개 60분 500

전체 90개 100분 1,000

시험내용 문항 시험시간 점수

말하기 15개 20분 500

※ 말하기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며 iBT방식 시험입니다.
※ 사전설문 단계를 통해 응시자 맞춤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HSK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교육부 표준화 시험으로, 중국 내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 시 기준이 되는 시험입니다.

新BCT 또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교육부 표준화 시험으로,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실용성 측면을 강화한 시험 형태로써  

新BCT를 개발했습니다.

新BCT는 HSK와 함께 중국정부가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에  

해당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대외한어시험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총괄하는 국가한판의 비준을 받아 운영되므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타 중국어 시험과는 크게 차별됩니다.

특장점 활용 현황

시험 구성

新BCT와 HSK 비교 

신입채용

신입생 선발

교육평가

졸업인증

인사고과

중국 교육부 인증 평가

현장 중국어 평가

언어 4대 영역 평가

학점인정

인력선발

장학제도

Business Chinese Test  www.bctkorea.co.kr

新BCT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는 데 있어 갖추어야 할 중국어 실력을 측정

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新BCT는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중국국가한판(國家漢辦)에서 개발 

및 인증하는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중국어 평가로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과 한국 및 그 외 국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新BCT?

·�신입채용 시 중국어 어학  
자격 제출 제도화

·2차 전형 인터뷰 대체

·�교육ㆍ연수과정 
사전ㆍ후 평가

·�중국어 능력 향상도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