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注意 请用2B铅笔这样写: 

一、听力

1. [][Ⅹ]                                6. [][Ⅹ]                            11. [A][B][C][D]              16. [A][B][C][D]              21. [A][B][C][D]
2. [][Ⅹ]                                7. [][Ⅹ]                            12. [A][B][C][D]              17. [A][B][C][D]              22. [A][B][C][D]
3. [][Ⅹ]                                8. [][Ⅹ]                            13. [A][B][C][D]              18. [A][B][C][D]              23. [A][B][C][D]
4. [][Ⅹ]                                9. [][Ⅹ]                            14. [A][B][C][D]              19. [A][B][C][D]              24. [A][B][C][D]
5. [][Ⅹ]                              10. [][Ⅹ]                            15. [A][B][C][D]              20. [A][B][C][D]              25. [A][B][C][D]

26. [A][B][C][D]              31. [A][B][C][D]              36. [A][B][C][D]              41. [A][B][C][D]
27. [A][B][C][D]              32. [A][B][C][D]              37. [A][B][C][D]              42. [A][B][C][D]
28. [A][B][C][D]              33. [A][B][C][D]              38. [A][B][C][D]              43. [A][B][C][D]
29. [A][B][C][D]              34. [A][B][C][D]              39. [A][B][C][D]              44. [A][B][C][D]
30. [A][B][C][D]              35. [A][B][C][D]              40. [A][B][C][D]              45. [A][B][C][D]

二、阅读

46. [A][B][C][D][E][F]                       51. [A][B][C][D][E][F]
47. [A][B][C][D][E][F]                       52. [A][B][C][D][E][F]
48. [A][B][C][D][E][F]                       53. [A][B][C][D][E][F]
49. [A][B][C][D][E][F]                       54. [A][B][C][D][E][F]
50. [A][B][C][D][E][F]                       55. [A][B][C][D][E][F]

66. [A][B][C][D]                               71. [A][B][C][D]                               76. [A][B][C][D]                               81. [A][B][C][D]
67. [A][B][C][D]                               72. [A][B][C][D]                               77. [A][B][C][D]                               82. [A][B][C][D]
68. [A][B][C][D]                               73. [A][B][C][D]                               78. [A][B][C][D]                               83. [A][B][C][D]
69. [A][B][C][D]                               74. [A][B][C][D]                               79. [A][B][C][D]                               84. [A][B][C][D]
70. [A][B][C][D]                               75. [A][B][C][D]                               80. [A][B][C][D]                               85. [A][B][C][D]

汉语水平考试    HSK(四级)   答题卡

按照考试证件上的姓名填写:

姓名

如果有中文姓名，请填写:

中文姓名

考

生

序

号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考

点

代

码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国籍

[0][1][2][3][4][5][6][7][8][9]
[0][1][2][3][4][5][6][7][8][9]
[0][1][2][3][4][5][6][7][8][9]

年龄
[0][1][2][3][4][5][6][7][8][9]
[0][1][2][3][4][5][6][7][8][9]

性别 男 [1]                   女 [2]

请填写考生信息 请填写考点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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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

59.

60.

61.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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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MR 답안지 작성법

➑ 주의  2B연필로 진하고 꽉차게 마킹해 주세요.

 주의  뒷장에 쓰기 부분 답안지가 있습니다.

➋ 수험표 상의 중문 

이름을 적어주세요.

➏ 나이를 빈칸에 쓰

고. 해당하는 숫자에 

마킹해주세요.

➏

➋

급4

晋润瑛

Jin yoon yeong

A B C

1
2
3
4
5

8
1
5
0
3
0
0

5
2
3

2
7

➒ 듣기 영역입

니다. 번호 순서에 

유의하며 마킹해

주세요.

�
� 독해 제 2부분은 

밑줄 안에 알파벳을 정

확하게 작성해주세요.

➌ 수험번호를 

빈칸에 쓰고, 해당

하는 숫자에 마킹

해주세요.

➌

➎ 국적 번호를 빈칸

에 쓰고, 해당하는 숫

자에 마킹해주세요.

➍ 고시장 번호를 빈칸에 쓰고, 

해당하는 숫자에 마킹해주세요.

➍

➊ 수험표 상의 영문 

이름을 적어주세요.

➊

➓ 독해 영역입니다. 

번호 순서에 유의하며 

마킹해주세요.

➓

➐

➐ 해당하는 성별에 

마킹해주세요.

➎

➒



三、书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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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R 답안지 작성법

� 쓰기 영역입니다. 

한자를 바르고 정확하게 쓰고, 

문장 부호까지 잊지 말고 작성

해주세요.

�

급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