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학생모집 내용 및 신청안내 

1. 신청 조건: 연령 18-55세, 건강한 분 

2. 신청 기간：2021년 3월 15일- 7월 15일  

3. 신청 방식：온라인 신청 http://apply.sjtu.edu.cn 

4. 학습 기간： 

2021년 9월 6일 – 2022년 1월 7일(월요일-금요일, 주말 제외) 

5.수업시간: 북경시간 16:00-19:30, (4교시/하루)  휴식시간:30분  

6.원서접수비：450원(약 85달러) 

7.수업료：인민폐 9900위안(약 1,650달러)   

8.수업 방식: 온라인 수업 

9.수업과정 (10명 이상 신청했을 경우, 반을 형성; 평균 한반에 25명좌우) 

 

【학급 유형】 

♦보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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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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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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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교시,고급 비지니스 중국어, 금융 중국어,중국 문학작품 읽기,중국역사와 

문화,영한번역등 (구체적인 수업은 매학기 일정표 참고) 

 

   10.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온라인신청 : http://apply.sjtu.edu.cn 사이트 접속후 이메일로 등록한 후, 

汉语言项目（付费、非学位项目）」-「语言生（全日制长期）在线课程,不能申请学生签

证」을 선택하고 요구에 따라 중국어 또는 영어로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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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여권 복사본；중국에 이미 입국해 있는 학생은 본인 유효비자 사본 혹은 거류허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MB보다 작은 JPG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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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학연수생 보충설명서 작성; 부록 2를 참고.보충설명서를 작성하고 친필사인을 한 후 사진 

혹은 스캔을 하여 온라인 신청서에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4) 중국 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재학 중이었던 대학( 유학생 사무실)에서 

성적증명서와 출석부를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온라인 신청 한 후  10 일 후, 학교측 자동메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학교심사를 통과 할 

경우, 2021 년 7 월 15 일 경에 학교측에서 전자입학허가서를 메일 방식으로 보낸다.  

전자입학허가서 메일을 받은 후 그 내용에 따라 2021 년 8 월 30 일 전에 학비를 납부한 후 

메일로 보낸 분반규정에 따라 위쳇그룹에 가입한 후 본인의 레벨을 기입하면 된다.  

특별 주의사항:  

 수업을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진행을 하기에 학교측에서 “비자신청서류”(JW202) 등을 

발급하지 않기에 학생비자 신청이 안된다.  

 만약 이미 중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유효비자 페이지를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해야 하고 본인 비자 유효기간을 유의하셔야 한다.  

11.등록금 납부방식 

(1) 위챗,아리페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ATM 송금은 납부처리가 안된다.  

원서접수비: 원서접수 시, 제 8번 절차에서 바로 온라인 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학비납부: 전자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http://apply.sjtu.edu.cn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후 

학생번호 (HXXXXXXXXXXX 전자입학허가서 참고)로 접속을 한 후 비밀번호:여권번호 뒷자리 

6자리 수 .  

 

http://apply.sjtu.edu.cn/


 

(2)은행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불 했을 경우, 송금내역서를 온라인 등록시 업로드 해주고  

clpvis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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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영문이름+학생번호 (전자입학허가서 참고 HXXXXXXXXXXX，원서접수비 혹은 

학비 내용 표기)) 

   

12.수료증과 성적증명서  

매일 제때 수업에 참석하고 ,시험에 합격한 분은 전자수료증과 전자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3.중도포기 또는 환불 

<어학연수 유학생 책자>에 따라 개강 2 주내에  환불시 75%, 제 3 주내에 50%, 제 4 주 부터는 

온라인 수업의 등록금은 환불이 안되고 원서접수비는 반환이 안된다. 이점 꼭 명확하길 바란다.  

연락처： 

사무실：상하이교통대학 인문대학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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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iso@sjtu.edu.cn    웹사이트：ichinese.sjtu.edu.cn  

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  8:30-11:00, 13: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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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市学校招收语言生补充信息表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m for Language Students (SJTU) 

请申请人用中文或英文印刷体认真填写以下诸项，字迹要清楚。不能缺项填写，没有的请写“无”。 
Please fill ALL the BLANKS form in Chinese or English clearly, put N/A if not applicable. 

护照姓名 

Name  in 

Passport 

姓 

Surname 

 

 

中文姓名 

Chinese Name  

 

 

名 

Given Name 

 

 

在华手机 

Mobile in China 

 

 

国籍 

Nationality 

 护照号码 

Passport Number 

 

 

最 近 三 次 入

境签证记录 

3 Recent 

Visas to China 

入 境 次 数 

No. 

逗留时间（月） 

Duration(months) 

签证类型 

Visa Type 

原因 

Reason 

1    

2    

3    

学习计划 Study Plan 

学习目的 

Objective 

 

 

 

完成目标课程后打算 

Plans after study in China 

 

 

曾在中国学习过的学校和时

间段 

Schools and Duration studied 

in China 

 

 

 

 

有无过往犯罪或违规记录，

如有，请说明 

Please clarify if any illegal or 

criminal 

□无 None 

□有 Yes 

以下由代理人或学校填写 For Introducer or Institutes 

推荐机构或代理人 Introducer 

（需提供推荐机构协议或代理人法定证件 Contract or Identification of Introducer） 

代理人 推荐机构 

姓名 Name：                  职位 Position： 

单位 Company： 

地址 Address： 

电话 Tel：                    电子邮箱 Email： 

签字 Signature：              日期 Date： 

 

申请人保证：I hereby affirm that： 

1. 上述各项中所提供的情况是真实无误的。/All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2. 在中国学习期间遵守中国政府的法律和学校的规章制度。/I shall abide by the law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s of the school. 

3. 在学期间任何意外或经济问题本人将承担全部责任。/I will take the responsibilities for incident or financial problems. 

  申请人签名：                         日期        年        月        日 

  Signature：                           Date       YYYY       MM       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