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어학연수 모집안내(한학기 혹은 1 년) 

 

  상해교통대학 인문대학 중국어국제교육센터의 중국어 교육은 3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현재 레벨은 9 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뉴차이니즈반,화교반,문화 및 비지니스 

고급 연수반이 있고 서예, 회화(그림)등 선택과목이 있다. 

70 여명의 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해외 

중국어교학 경험이 있어 높은 교육의 질을 갖추고 있다.소규모의 학급제도로 운영되고  

모든 교실에는 다매체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2003 년부 HSK 시험장소로 지정되어 

학생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다. 

어학연수 기간 다채로운 과외활동에 참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단오절 용선경기대회,탁구경기,신년파티 등에 참가하여 자신의 

장기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고 서로의 문화를 소통하고 세계각국의 친구들과 만남의 

장이 될수 있다. 

쉬가휘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캠퍼스 내 주변환경이 좋다. 

 

학습기간 

 어학연수는 한학기 혹은 1 년 기간을 신청할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     

매학기 18 주 기간. 

 

학급 유형 

 보통반 

1． 수업내용: 정독,회화,듣기,읽기,작문으로 나눠진다.매주 20 교시 수업. 

일정표는 부록 1 참고. 

2．레벨：초급 1,2,3,4  중급 1,2,3  고급 1,2 등 9 개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특색반 

뉴차이니즈반 

적합한 대상：비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단기간내(1 년 이내) 말하고 듣기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 

수업목표：듣기,말하기 능력과 이에 상응한 응용능력을 강화. 

수업내용：A：1 반（한학기）：매주 20 교시 수업——정독 6 교시,회화 8 교시,듣기 

4 교시,한자 2 교시. 

        B：2 반（한학기）：매주 20 교시 수업——정독 8 교시,회화 8 교시, 

한자 4 교시. 

보통반과의 비교는 부록 2 참고. 

 

화교반： 

적합한 대상： 

기초적인 회화가 가능한 자 ( 초급 1 보다 레벨이 높은 자) 글자를 읽고 쓰는것에  

(200 자 이하)어려움이 있는 학생(기본적으로 화교 위주) 



 

수업목표：심화학습을 통해,학생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중국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대부분 학생들의 읽고 

쓰기 능력이 듣고 말하기 능력을 따라가게끔 하고 한학기 후 초급 4 혹은 

중급 1 반 레벨에 배정되게 하는게 목표. 

수업내용：매주 20 교시，읽고 쓰기 12 교시,듣고 말하기 8 교시. 

보통반과의 비교는 부록 3 참고. 

 

문화 및 비지니스 고급 연수반（고급  3학년）： 

적합한 대상：중국어 수준이 높은 자. 

수업목표：중국어 수준이 비교적 높고,자신의 중국어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회경제 방면으로 접근하여 중국어 

응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에 대한 이해력을 높힌다. 

수업내용：매주 20 교시,고급 비지니스 중국어, 금융 중국어,중국 문학작품 

읽기,중국역사와 문화,영한번역등 (구체적인 수업은 매학기 일정표 참고) 

 

선택과목  

（1）언어방면：상하이어,비지니스 중국어, 한자수업 (영어로 수업) 

（2）전통문화방면：태극권,서예,회화(그림) 

 

문화활동과 견학 

（1）상하이 및 주변의 역사 문화 명소,자연 명소 탐방. 

（2）예술탐방 

（3）수학여행, 중국 역사문화 명소 탐방. 

 

학기 및 신청기간 

봄철학기：매년 2 월~6 월，접수기간：전년도 9 월 15 일~12 월 15 일.  

  가을학기：매년 9 월~이듬해 1 월,접수기간：3 월 15 일~6 월 15 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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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금：인민폐 9,900 원/학기（대략 1,650 달러）. 

           인민폐 19,800 원/1 년（대략 3,300 달러） 

3. 선택과목 수업료：인민폐 200 원/한과목,재료비 별도. 

 

지불방식 

1. 원서접수비:온라인 결제 혹은 은행계좌이체 

2. 등록금:개학 전에 은행계좌이체 혹은 개학 당일 신용카드,중국의 

은행카드,위쳇으로 납부가능. 

VISA、MASTER 카드 수수료는 학생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요금율은 1.9-3.5%입니다. 

주의:은행 송금방식으로 지불할 경우 송금후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송금 

내역서를 업로드하고 은행 송금확인서를  첨부하고 “학생 이름, 송금날짜, 

해외/중국 국내송금, 송금금액”이란 메일 제목으로 caicheng@sjtu.edu.cn 과 

iso@sjtu.edu.cn 에 메일을 보내시길 바란다. 

상세한 비용에 관해서는 재무과에 문의:0086-21-62820639  caicheng@sjt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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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유효 여권을 가진 자； 

2. 18-55 세，심신이 건강한 자. 

3. 중국의 법률과 법규,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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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비서류 

1)여권 복사본,중국에 이미 입국해 있는 학생은 본인 유효한 비자 사본 혹은 거류 

허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MB 보다 작은 JPG 파일） 

2)증명사진（jpg 형식，2.2x2.8cm，300 화소， 크기 10K 좌우） 

3) 중국 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재학 중이었던 대학에서 

성적증명서,출석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상해교통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3.원서접수비 450 원(대략 85 달러)  온라인 결제 혹은 은행송금 또는 신용카드 

은행카드로 지불 가능,(은행 ATM 송금은 접수 불가능) 은행정보는 부록 4 참고. 

4.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입학과 등록 

1. 상해교통대학은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와《외국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JW202 表）를 발급한다. 

2. 본인의 여권원본과 《입학허가서》,《외국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2）》와 

기타 서류를 가지고 중국영사관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 （X1 혹은 X2）. 

3. 《입학허가서》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간내에 학교에 도착하여 

등록수속을 진행한다.  

4. 개학시 입학 등록수속을 진행하고 학생여권과 비자를 체크, 보험을 구매하고 

등록금 납부.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반배정을 하고  일정표를 발급 받은 후 

교재를 구입한다. （부록 1 참고）. 

 

보험  

교육부와 학교 규정상 상해교통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모두 보험에 

참가해야 한다.유학생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규정 및 학교의 요구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내에 규정대로 보험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불가능.재학중인 

경우 퇴학시키거나 등록시키지 않는다. 

연락처: +86-21-62820697，+86-21-62822018； 이메일：hongrui@sjtu.edu.cn 

 

비자  

재학기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은 기타 일을 하거나 

실습이 불가능 하고   수업일정표에 따라 수업에 꼭 참가해야 한다. 

비자사무실：상해교통대학 쉬가휘 캠퍼스 대학본관 209 호  

연락처:+86-21-62933818， E-mail：visa_is@sjtu.edu.cn  

 

기숙사 

어학연수 학생들은 캠퍼스내 기숙사 예약이 불가능. 

http://apply.sjt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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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외 기숙사 안내: 

주소:番禺路 222 弄 28 号楼番禺大厦  

홈페이지:http://shss.sjtu.edu.cn/Web/Content?w=223&p=70 ） 

연락처:  sushe@sjtu.edu.cn 。 

 

연락처 

주소：상해교통대학 쉬가휘 캠퍼스 제 1 강의동 105 호 

      中国上海 华山路 1954 号（或番禺路 655 号）    

우편번호：200030  

연락처： +86 21 62932277     

이메일：iso@sjtu.edu.cn  

웹사이트：http://www.sie.sjtu.edu.cn 

 

【부록】 

1.수업일정표 양식: 

레벨마다 수업시간이 다르기에  테스트 후 받은 수업일정표를 참고.  

중급 1반  일정표（양식） 

시간/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2교시 

 
정독   정독 듣기   

3-4교시 듣기   정독 작문   

오후 

5-6교시   회화     독해 

7-8교시   회화     독해 

 

시간：1-2 교시: 8:20AM~9:50AM        3-4 교시: 10:10AM~11:40AM 

5-6 교시: 12:55PM~14:25PM      7-8 교시: 14:55PM~16:25PM 

 

 

2.뉴차이니즈반 과 보통반의 비교 

  뉴차이니즈 반 보통반 

수업기한 두 학기  최장 7 학기까지 가능 

수업방식 첫학기: 

정독,회화,듣기,한자. 

두번째 학기: 

정독,듣기와 말하기,한자. 

초급반 

1. 정독 

2. 회화 

3. 듣기 

각 수업과의 연관성 정독수업의 과목과 단어는 

한자와 듣기수업과 

연관성이 있다. 

부동한 수업의 과제와 

단어는 다른 수업과 

관련없다. 

http://shss.sjtu.edu.cn/Web/Content?w=223&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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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습득양 첫학기 230 자  

두번째 학기 430 자 

첫학기와 두번째학기 각각 

600 자 좌우  

한자 습득방식 전문적인 한자수업 정독수업에서 한자수업을 

병행 한다. 

읽고 쓰기 능력 배양 한자 수업에서만 한자를 

배우고 기타 수업에서는 

병음으로 수업. 

모든 수업에서 한자의 

읽기와 쓰기를 배운다. 

 

 

 

 

 

3. 화교반과 보통반의 비교 

  화교반 보통반 

수업기한 한학기  최장 7 학기까지 가능 

수업방식 1. 읽고 쓰기 

2. 듣기와 말하기 

초급반 

1. 정독  

2. 말하기   

3. 듣기 

각 수업과의 연관성 읽고 쓰기 수업의 과목과 

단어는 듣기와 말하기 수업과 

연관성이 있다. 

부동한 수업의 과제와 단어는 

다른 수업과 관련없다. 

한자 습득양 700+ 600+ (초급 1) 

한자수업방식 전문적인 한자수업 한자를 배우고 해석하는 

시간이 적음 

쓰기 능력 배양  

쓰기는 수업의 중요한 부분 

초급단계에서 쓰기를 강조하지 

않는다.  

수업의 난의도와 내용 초급 3 혹은 4 의 수업난이도. 

대부분 수업의 화제는 

문화적인 내용이 많다.동시에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화제성 

내용들도 있다.   

초급 1 단계는 제일 간단한 

생활용어부터 시작한다. 

 

④ 은행계좌번호 

 

Nam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A/C 439059226890 

Bank BANK OF CHINA,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SUB-BRANCH 

Bank Add NO.800 DONG CHUAN ROAD,SHANGHAI, CHINA 

Swift Code BKCHCN BJ300 

Addition Please make a note: Full name of the Applicant + Online Application Nu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