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여름학기 온라인 수업 학생모집 요강 및 신청안내
1. 신청 조건: 연령 18-55 세, 건강한 분
2. 신청 기간：2020 년 4 월 15 일- 6 월 20 일

3. 신청 방식：온라인 신청 http://apply.sjtu.edu.cn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여권 복사본(사진 있는 여권 페이지) ,이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유효비자 혹은
거류허가 페이지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MB 이하의 JPG 파일).
2)최근 증명사진 한장(jpg 형식，2.2x2.8cm，300 화소，크기 10K 좌우)
4. 학습 기간：
4 주：2020 년 7 월 6 일 - 7 월 31 일
수업시간:월요일-금요일, 북경시간 16:00-18:30, 휴식시간:15 분 )
5. 원서접수비：무료
6. 수업료：4 주：인민폐 3000 위안(약 500 달러)
7. 수업 방식: 온라인 수업
8. 수업과정 (8 명 이상 신청했을 경우, 반을 형성)
수업 유형：


중국어 속성반(A~F 6 레벨)→여름학기 중국어 속성반 수업과정 소개(부록 1)；



비즈니스 중국어 과정 (중급과 고급 )→비즈니스 중국어 수업과정 소개(부록 2)

9.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온라인 신청 : http://apply.sjtu.edu.cn 사이트 접속후 이메일로 등록한 후, “여름학기 중국어
온라인 과정”을 선택하고 요구에 따라 중국어 또는 영어로 기입하면 된다.(학교메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2)온라인 신청을 한 후 10 일 후,학교측에서 확인 메일을 보내면 메일 내용에 따라 2 주안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3)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교 측에서 전자입학허가서를 보내면 그 내용에 따라 분반테스트를
진행한다.
특별 주의사항:


4

주

여름학기

수업은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진행을

하기에

학교측에서

“비자신청서류”(JW202)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중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유효비자 페이지를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 비자 유효기간을 유의하셔야 한다.

10.등록금 납부방식
http://apply.sjtu.edu.cn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다.
(1)위챗,아리페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ATM 송금은 납부처리가 안된다.
(2)은행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불 했을 경우, 송금내역서를 온라인 등록시 업로드 해주고 재무과
huhaiying2019@sjtu.edu.cn 으로 발송해주시길 바란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불할 경우, 은행계좌번호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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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수료증과 성적증명서
매일 제때 수업에 참석하고 ,시험에 합격한 분은 전자수료증과 전자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2.중도포기 또는 환불
여름학기 온라인 수업의 등록금은 환불이 안됩니다. 이점 꼭 명확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사무실：상하이교통대학 인문대학 중국어국제교육센터 유학생 입학처(어학연수만 모집)
주소：上海市华山路 1954 号 上海交通大学 教学一楼 105A 室(우편번호:200030)
연락처：0086-21-62932277、62822019、62820638、62821015
E-mail：iso@sjtu.edu.cn

웹사이트：www.sie.sjtu.edu.cn

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

8:30-11:00, 13:00-16:30

부록 1

여름학기 중국어 속성반 과정소개

여름학기 중국어 속성반 과정은 등록금 납부 후

면접시험 후 학생의 실제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눕니다.(첫주 내에 레벨 결정이 부적절한 경우, 조율을 신청할 수 있다). 과정은 A~F ,6 단계
레벨로 나뉜다.


A,B,C 초급중국어:듣기, 말하기, 교류능력을 위주로 하고 중국에서의 생활, 학습, 근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화제를 둘러싸고 필요한 문법,어휘 및 사회활동에서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과 규칙을 해설하고 연습시켜 학생의 구어 교류능력을 향상 시킨다.



D,E 중급 중국어: 듣기, 말하기, 교류의 기능훈련과 독해훈련을 동시에 중시하며

중국에서의

생활, 학습, 근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화제를 둘러싸고 문법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짧은 시간내에 학생의 듣기, 말하기, 독해능력을 빠르게 제고시킨 동시에 소량의 작문
연습 또는 숙제를 내어 기본적인 작문능력을 가지게 한다.


F,G 고급 중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능력과 문화지식교육을 중시하고 학생의 다문화
교류능력과 종합 중국어 표현 능력을 제고. 이 밖에 음성훈련 내용이 있다.



어학연수 기간은 4 주 수업, 1 주에 5 일 수업, 매일 3 교시 수업(1 교시 45 분).

수업 대상： 초보자
A 레벨

수업 내용：
교재：

음성훈련, 가장 흔히 쓰는 어휘, 문형과 일상생활, 학습 등 교제활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교류 프로그램
《汉语口语速成·入门篇(上)》

수업 대상： 약 400 개 어휘를 파악한 초보자
B 레벨

수업 내용：
교재：
수업 대상：

C 레벨

수업 내용：
교재：
수업 대상：

D 레벨

수업 내용：
교재：

가장 흔히 쓰는 어휘, 문형과 일상생활, 학습 등 교제활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교류 프로그램
《汉语口语速成·入门篇(下)》
초보적인 듣기, 말하기능력이 있고 중국어의 간단한 문형과 약 800 개 어휘를
파악한 분
상용어、중국어 특수문형、복합문 및 일상생활, 학습, 사교 등 활동의 간단한
교류 프로그램
《汉语口语速成·基础篇》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능력이 있고 중국어 일반문형과 주요 복합문, 특수문형
1500 개 어휘를 파악한 분
중점 어휘을 위주로 한 문법내용；생활, 학습, 사교, 근무 등 교제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류 프로그램
《汉语口语速成·提高篇》

일반적인 듣기, 말하기 능력이 있고 일반적인 중국어 문법내용과 2000~2500 개 어휘를
수업 대상：
파악한 분
E 레벨

수업 내용：
교재：
수업 대상：

중국어 기본 문법과 어휘, 구어 특수양식, 복합문 및 생활, 학습 , 근무,
사회문화 등 내용과 관련된 비교적 복잡한 교류 프로그램
《汉语口语速成·中级篇》
보다 능숙한 듣기, 말하기 능력이 있고 2500~3500 개 어휘를 파악했으며
언어표현의 유창성, 적합성, 복잡성 등 면에서 중/고급 수준에 도달한 분.
본 과정은 다문화 화제를 위주로 하고 여러 주제 단위로 나뉘는데 중국
전통문화, 중국 당대 사회문화, 각국 문화차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F 레벨

생활방식, 환경보호, 교육, 과학기술, 관리, 문화차이 등 화제가 있다. 모듈식
수업 내용： 수업방식을 채용하는데 듣기, 읽기, 말하기, 변론, 작문 등 5 개 부분으로
나뉘어 훈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식 학습을 진행하고 독해,
해설, 토론, 연설, 변론, 작문을 통하여 화제에 대한 이해분석을 심화하고
학생의 다문화 교류능력을 높힌다.
교재：

《高级文化汉语教程·》自编

부록 2

비즈니스 중국어 중급과정 소개
1． 수업 목적과 대상
비즈니스 중국어 지식을 파악하게 하고 비즈니스 중국어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즈니스

중국어》중급과정을 개설하였다.
수업 대상은 초급 중국어 수준에 달하고 비즈니스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며 입학 전에
표준어 음성을 거의 파악했고 중국어의 기본 문법 구조를 초보적으로 파악했으며 어휘량은
2000—4000 개 장악하고, 재사용식 어휘량은 1000—2000 개이며 초보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중국어로 일상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수업 목표와 방법
비즈니스 중국어의 관련 지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본 과정은 수업을 위주로 하고 멀티미디어 (녹화, 녹음 등)을 적당히 가입하며 자세한 강의와
토론을 결합시킨다.
3.교재
《卓越汉语 公司实战篇》主编 史中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 年 6 月第 1 版
ISBN 9787560096216

비즈니스 중국어 고급과정 소개
1. 수업 목적과 대상
비즈니스 중국어 지식을 파악하게 하고 중/고급 중국어 수준에 달한 학생의 비즈니스 중국어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즈니스 중국어 고급과정을 개설.
수업 대상은 중급 중국어 수준에 달하고 비즈니스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며 입학전에 이미
중국어의 기본 문법구조 및 일반 표현법을 파악했고

어휘량은 4000 개 이상, 재사용식 어휘량은

2000 개 이상이며 중등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능력과 중국어로 일반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수업 목표와 방법
비즈니스 중국어의 관련 지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본 과정은 수업을 위주로 하고 멀티미디어 (녹화, 녹음 등)을 적당히 가입하며 자세한 강의와
토론을 결합시킨다.
3.교재
《卓越汉语 商务致胜 5》主编 王惠玲、周红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2 年 8 月第 1 版
ISBN：9787513523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