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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교통대학  

파트 타임제 중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생 모집안내 

(비지니스 중국어, 종합중국어 ) 

신청자격: 

1. 거류허가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2. 18-55세,심신이 건강한 자. 

3. 중국의 법률과 학교의 제도를 준수. 

학기일정： 

봄학기 일정:매해 2 월-6월, 원서접수기간:9월 15일 ~다음해 12월 31일 

가을학기 일정:매해 9월-다음해 1월,원서접수기간:3월 15일 ~6월 30일 

 

수업시간：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18:30-21:05,매주 6교시,주 2일,총 96교시/한학기 

 

선택과목:HSK4급,5급 과외반 (1기/6주, 총 36교시) 

        수업일정:월요일,수요일  저녁 18:30-21:05, 6주 프로그램,총 36교시/1기 

        봄학기:제 1기:2020년 3월 2일-2020년 4월 8일 

               제 2기:2020년 4월 13일-2020년 5월 20일  

         원서마감일: 2020년 2월 27일까지  

수업료： 1. 원서접수비:인민폐 450원(약 85달러),원서접수비는 환불불가. 

2.등록금: 비지니스 중국어: 인민폐 8100원/학기 (약 1350달러) 

         종합중국어:인민폐 6900원/학기 (약 1150달러) 

         HSK괴외반:인민폐 3000원/1기 (약 500달러)       

 

수업내용: 

（1）비즈니스 중국어 (신 HSK4 급 중국어 실력을 가진 자) 

모집 대상： 

본 과정은 재직 외국인 및 중국어로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고 싶은 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응모자는 신 HSK4 급에 합격하거나 신 HSK4 급에 상당하는 중국어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과정 특색： 

비즈니스 중국어반 전수과정은 중국어로 비즈니스 활동을 완성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 후 학생은 비즈니스 분야의 상용 어휘,문형을 터득하고 비즈니스 

현장의 중국어 소통 책략을 숙달하며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종합 언어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을 높이고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 예의범절등 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종합 중국어 (총 4단계로 구성) 

과정특색： 

종합레벨 1 

기초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과정을 수료하면 300-400 개 단어를 알게 알게 되고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요리주문,만남 등에 대한 대화가 가능)과정을 수료한 

후  HSK1급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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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레벨 2 

300-400 개 단어를 알고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갖춘 자.(예를 들어 쇼핑,요리주문,여행,등에 대한 

대화가능)과정을 수료한 후 600-700 개 단어를 알게 되고 만남,기차여행,호텔입주,날씨정보,습관과 

건강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고 과정을 수료한 후 HSK2 급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할수 

있습니다.  

 

종합레벨 3 

600-700 개 단어를 알고 회화능력을 갖춘 자. 예를 들어 만남,기차여행,호텔입주,날씨정보,습관과 

건강에 대한 대화가능,과정을 수료한 후 900-1000 개의 단어를 알게 되고 다양한 회화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면접, 은행업무, 혼례 참석, 선물드리기 등에 관한 대화가 가능하고 과정을 

수료한 후 HSK3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레벨 4 

900-1000 개의 단어를 알고 비교적 다양한 회화능력이 가능한 자.(예를 들어 

만남,기차여행,호텔입주,날씨정보,습관과 건강에 대한 대화가 가능). 과정을 수료한 후 1500 개의 

단어를 알게 되고 다양한 회화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평가,흥취,사람과 사물에 

대한 특징에 대화가 가능하고 HSK4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방식 

1. 원서접부비: 온라인 납부 혹은 은행계좌이체  

2. 등록금:  

현금납부가 안되기에 개학 전 미리  은행계좌이체 혹은 개강 당일 은행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중국의 은행에서 발행한 은련카드로 결제 시 무수수료. VISA、MASTER카드 수수료는 

학생본인이 지불,요금율은 1.9%입니다. 

은행계좌이체 한후 송금확인서를 첨부하여 huhaiying2019@sjtu.edu.cn 에 메일을 보내고 확인하시길 

바라고 ATM 은행계좌이체 불가. 

 

은행계좌번호  

汇款备注信息   학생이름 + 온라인 원서접수 번호 

名称： 上海交通大学  

银行账号： 439059226890 

银行 : 中国银行上海交通大学支行  

银行地址: 中国 上海市东川路 800 号 

银行代码: BKCHCN BJ300 

汇款备注信息  학생이름 + 온라인 원서접수 번호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 선생님께 문의: 0086-21-62821082，huhaiying2019@sjtu.edu.cn                   

                 

 

신청방식 

1.온라인 신청 http://apply.sjtu.edu.cn 이메일로 등록한 후 ,원서를 정확하게 작성. 

2.구비서류 

1)여권 복사본(3MB보다 작은 JPG파일） 

2)중국에 있는 학생은 본인 유효비자 사본 혹은 거류허가 사본을 첨부. 

3)증명사진（jpg형식，2.2x2.8cm，300화소，크기 10K좌우） 

mailto:huhaiying2019@sjtu.edu.cn
http://apply.sjt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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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서접수비 450원(대략 85 달러,지불 후 환불불가)  온라인 결제 혹은 은행송금 또는 신용카드 

은행카드로 지불 가능,(은행 ATM 송금은 접수 불가능).  

4.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입학과 등록 

1.상해교통대학은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본인의 여권원본과 《입학허가서》와 기타 서류를 가지고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간내에 학교에 도착하여 등록수속을 진행합니다. 

3.입학 등록수속을 진행하고 학생여권과 비자를 체크, 등록금 납부.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반배정을 하고  일정표를 발급 받은 후 교재를 구입합니다. 

 

주의사항: 

1.한 반 평균 20 명, 각 등급、과정은 8 명이 되면 개강. 반을 이루지 못할 경우 원서접수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2.파트 타임제 학생에게 학생비자와 학생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숙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3.해당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상해교통대학 중국어국제교육센터에서 수료증서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방법 

    주소：상하이 교통대학 인문대학 중국어국제교육센터 (제 1강의동 105A) 

         중국 상하이 화산로 1954호 (판위로 655호) 

    전화：0086-21-62932277 

이메일：iso@sjtu.edu.cn;   

웹사이트: http://www.sie.sjt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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