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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2일 _이탈리아 언어능력시험(CELI) 안내 

 

시   험   일 2021 년 6 월 22 일 (화요일) 

시 험 장 소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혹은 본 문화원이 지정하는 장소 

응 시 대 상 모국어가 이탈리아어가 아닌 사람  

응 시 단 계 CELI Impatto (A1), CELI 1(A2), CELI 2 (B1),   CELI 3 (B2) 

CELI 4 (C1), CELI 5 (Livello C2) 

응   시   료 130 유로 

신 청 접 수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신청서접수마감 2021년 10월 11일 13시  

(응시료 관련 안내 추후 통보) 

 

<신 청 방 법>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탈리아어 혹은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e-mail: segreteria.iicseoul@esteri.it 를 통해, 여권복사본과 함께 접수해주시고,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료 납부는 2021년 10월 14일 17시 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자 개별 연락드립니다.  

 

*부분 재시험 응시료는 91 유로 이며, 부분 재시험에 응시하는 분은 지원서상에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꼭 명기하여 주십시오. 재시험 유형(필기 혹은 구두) - 최종 시험날짜 – CELI 

응시등록번호(N. di matricola)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Tel. 02 796-0634 / 02-797-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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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NDE PER L’ESAME CELI – 22 NOVEMBRE 2021  

<DATI GENERALI> 

N. MATRICOLA  

(이미 시험을 보셨던분들의 등록번호,  

없으신 분은 안쓰셔도됨) 

 

COGNOME (성)  

NOME (이름)  

E-MAIL (이메일 주소)  

DATA DI NASCITA (생년월일)  

SESSO (성별)  

STATO DI NASCITA (출생 국가)  

CITTA` DI NASCITA (출생 도시)  

INDIRIZZO (주소)  

NAZIONALITA` (국적)  

CODICE POSTALE (우편번호)  

TELEFONO (집 전화 번호)  

CELLULARE (휴대전화 번호)  

 

<DATI  ISCRIZIONE>  

LIVELLO ESAME (응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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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ETE LA PARTE <solo per chi ripete una 

parte dell’esame 지난 시험에서 일부만 

통과하신 분들의 경우> 

 

DISTRETTO  

 

 

<DATI  INFORMATIVI>  

Livello d`istruzione  (최종학위) 
 

Quanti anni ha studiato l`italiano? 

(이탈리아어 공부 기간) 

 

Certificazione conseguita (소지하고 있는 

언어인증서 레벨) 

 

Ha frequentato un corso all`Universita` 

per Stranieri di Perugia?  

(페루지아 외국인을 위한 언어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지 여부) 

 

Attivita’ / Lavoro (직업) 

 

 

Ha seguito un corso di preparazione 

all’esame presso una scuola? (CELI 

인증시험 준비 과정을 이수했는지 여부) 

 

Ha gia’ sostenuto questo livello di 

esame? 

(이번에 응시하는 단계의 시험을 이전에도 

응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Motivi per la certificazione: 

(CELI 시험을 응시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