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범대학교는 제일 일찍 국제학생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 상

해시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상해사범대학교 대외중국어대학 (SHNU-ICCS) 국제학생 중국어 교

육은 어학연수 초급·중급·고급 단계와 학력교육 본과·석사·박사

과정을 포함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희 ICCS는 여러분에게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장기·단기수업, 낮수업·야간수업·주말수업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상해사대학교 중국어대학에서의 중국어 공부를 환영합

니다.



가. 어학연수

나. 유학생본과

다. 대학원

라. 단독수업 및 단체수업

첨부 1: 입학안내

첨부 2: 2023년 봄 학기 학사일정

2023년 가을학기 학사일정

첨부 3: 상해사범대학교 계좌번호



가. 어학연수

모집대상：단시일 내 중국어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습자

(만 16세 이상 60세 이하)

신청비: 인민폐 450원 (신청비는 지불 후 환불 불가입니다.)

코스유형 모집반급
학습기간

（북경시간）
학비 비고

장기 중국어연수과정

보통어학연수

（18주）

초급·중급·고급

7개 레벨 포함

2023.2.20-2023.6.26

2023.9.4-2024.1.5

월-금

9000원/학기
1.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온

라인수업 혹은 대면수업

방식 결정

2. 보통중국어반, 비즈니스

중국어반은 2 학기 시 5%

학비혜택, 3 학기 시 10%

학비혜택

3. 강화중국어 연속 2 학기

신청 시 1000원 혜택

강화중국어반

（18주）

초급강화중국어

중급강화중국어
17000원/학기

비즈니스중국어

（18주）

고급

비즈니스중국어
9000원/학기

단기 중국어연수과정

비즈니스중국어

주말반

（15주）

중급비즈니스중국어

고급비즈니스중국어

2023.3.4-2023.7.1

2023.9.16-2024.1.6

토요일 오전

09:00-12:00

3800원/기

온라인수업/대면수업

연속 신청 시 400원 혜택

오전반

(8주)
초급중국어

2023.3.6-2023.4.20

2023.5.4-2023.6.29

2023.9.11-2023.11.2

2023.11.6-2023.12.28

월화목

오전반 09:45-11:15

야간반 18:30-20:00

3800원/기
온라인 수업

연속 신청 시 400원 혜택

야간반

(8주)

HSK5급

HSK6급

고급비즈니스중국어

중급비즈니스중국어

7월여름단기

（4주）
초급·중급·고급

2023.7.3-2023.7.28

월-금
3800원

온라인수업/대면수업

연속 신청 시 400원 혜택

8월여름단기

（4주）
초급·중급·고급

2023.7.31-2023.8.25

월-금
3800원



나. 유학생본과

전 공: 중국어전공(세부전공: 비지니스중국어, 관광문화)

중국어국제교육전공(세부전공: 중국어교육, 중국언어문화)

봄 학기 입학시험: 1차：2022년 12월 17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2차：2023년 2월 18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가을학기 입학시험: 1차：2023년 6월 17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2차：2023년 9월 2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시험방식: 腾讯会议 APP（Voov Meeting）온라인 시험

개강시간: 2023년 2월 27일(봄 학기, 잠정)

2023년 9월 11일(가을학기, 잠정)

신청비: 520원 (신청비는 지불 후 환불 불가입니다.)

학 비: 본과 1학년,2학년 9000원/학기

본과 3학년,4학년 9900원/학기

입학요건: 신체 건강한 만 16세 이상 중국국적이 아닌 자.

중국국적이 아닌 자의 확정은 교육부교외함 [2020] 12호 문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학년 학력
입학

시험
HSK등급 비고

본과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졸업

합격

2학년 진급 시 HSK4급 210 점 이상 취득

본과 1학년

2학기

대학교 20학점

이상 취득
HSK4급 180점이상

HSK 성적이 없는 자는 시독생으로 연수

가능하며 2 학년 전까지 입학시험 합격

및 HSK4급 210점 취득

본과 2학년

1학기

대학교 40학점

이상 취득

HSK4급 210점이상

HSK4급 195점 이상 자는 시독생으로 연

수 가능하며 2학년 2학기 전까지 입학

시험 합격 및 HSK4급 210점 취득

본과 2학년

2학기

대학교 60학점

이상 취득

HSK4급 195점 이상 자는 시독생으로 연

수 가능하며 3학년 전까지 입학시험 합

격 및 HSK5급 180점 취득

본과

3학년

대학교 80학점

이상 취득

HSK5급 180점이상



다. 대학원

석사과정 전공：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중국어국제교육석사

박사과정 전공：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입학시험：2023년 5월 24일(수) 09:00 북경시간

시험방식: 腾讯会议 APP（VooV Meeting）온라인 시험

개강시간：2023년 9월 (잠정)

신청비：520원 (신청비는 지불 후 환불 불가입니다.)

학비：석사과정 11500원/학기, 박사과정 14000원/학기

입학요건：

리. 단독수업 및 단체수업

구체적인 수업 내용, 수업 시간, 비용은 별도 상의

구분 학력 HSK등급 추천서 입학시험

석사과정 본과 혹은 이상 학력

HSK5급 180점 이상
부교수 이상 추

천서 2매
통과

박사과정 석사 혹은 이상 학력



 온라인 동시 수업

 전자판 교재 무료 제공

 중외학생 온라인 정기 교류활동

 사용애플: 위챗 (Wechat)

腾讯会议（VooV meeting)

Classin







첨부 1:

입학안내

가. 신청제출

신청방법 1: QR코드 스캔 혹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https://www.wjx.cn/vm/OfQxSWa.aspx#）

신청방법 2: iccs@shnu.edu.cn 메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1.《상해사범대학교국제학생입학신청서》

2. 여권사본

3. 비자/거류허가 사본(재중국 국제학생)

4. 3M용량의 증명사진 전자 파일

5. 신청비 (어학연수 인민폐 450원, 학력과정 인민폐 520원)

6. 별도제출

 중국어 어학연수과정: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중국어 혹은 영문)

 본과과정:

(1)고등학교 혹은 이상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중국어 혹은 영문)

(2)편입생은 대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별도 제출 (중국어 혹은 영문)

(3)HSK성적증명서

(4)무범죄기록 증명서 혹은 무범죄기록 확인서

(5)외국인신체검사 기록서 혹은 신체건강 확인서

(6)만 18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 보증서 제출

 대학원과정

(1)석사과정 신청 시 본과이상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중국어 혹은 영문)

(2)박사과정 신청 시 석사이상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중국어 혹은 영문)

(3)HSK5급 180점 이상 성적증명서

(4)부교수 이상 추천서 2매

비고: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중문 혹은 영문버전이되 아닐 경우 전문기관 공증 후의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비 지불

비학력과정: 인민폐 450원; 학력과정: 인민폐 520원

(신청비는 지불 후 환불 불가입니다.)

신청비 지불 및 송금증명서를 iccs@shnu.edu.cn 메일로 전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https://www.wjx.cn/vm/OfQxSWa.aspx#
mailto:iccs@shnu.edu.cn
mailto:iccs@shnu.edu.cn


다. 심사

심사기간은 약 2주 소요됩니다.

라. 입학시험

1. 어학연수 테스트：

온라인 수업은 개강 1주 전 분반테스트, 대면 수업 분반 테스트는 별도 공지합니다.

2. 봄학기 본과 입학시험

1차： 2022년 12월 17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2차： 2023년 2월 18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가을학기 본과 입학시험

1차： 2023년 6월 17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2차： 2023년 9월 2일(토요일) 13:00 북경시간

3. 시험방식: 腾讯会议 APP（VooV Meeting）

마. 학비지불

규정된 시간 내에 학비 지불 후 송금확인서를 iccs@shnu.edu.cn 메일로 전송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학비지불 확인 후 국제학생 재학생 위챗방으로 초대합니다.

바. 온라인 등록

규정된 온라인 등록 시간내에 온라인 등록을 완성합니다.

등록사이트: https://apply.shnu.edu.cn/register

사. 개강

1. 분반명단, 시간표, 교재 공지.

2. 담임선생님께서 반별과 과목별 위챗방 개설.

3. 개강

mailto:iccs@shnu.edu.cn
https://apply.shnu.edu.cn/register


첨부 2：

2023 년 봄 학기 학사일정 (국제학생)

(2023 년 2월 20일-6 월 26일)

주별 월 일 일 정 시 간 비고

0
2022년 12월 17일(토) 봄 학기 입학 본과 입학시험 1 13:00 온라인

시험 1회만 가능2023년 2월 18일(토) 봄 학기 입학 본과 입학시험 2 13:00

1

2월 20일(월) 어학연수생 레벨테스트 13:00 온라인/오프라인

2월 21일~23일(화~목) 어학연수생, 본과생, 대학원생 온라인 등록 공지참조

2월 23일(목)
입학식 14:00 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본과생 교육 회의 15:00 온라인/오프라인

2월 24일(금)
커리큘럼,분반명단 공지, 전자교재 일부 수

령
온라인/오프라인

2 2월 27일(월) 개강
커리큘럼

참조
온라인/오프라인

3 3월 6일~9일(월~목) 선택과목/과외활동 신청

4 3월 13일~16일(월~목) 작문 대회 신청

5

6 3월 29일(수) 중국어 코너:청명절 중외문화교류활동

7 4월 5일(수) 청명절(휴강)

8
4월 10일~13일(월~목) 교육평가

4월 14일(금) 어학실천

9

10 4월 24일~28일(월~금) 중간고사 （수업 시간)

11 5월 4일(목)
2023년 가을학기 학사일정 공지

어머니의 날 주제활동

12 5월 10일(수) 작문 대회 수상식

13 5월 17일(수) 문화주 장기자랑

14
5월 22일~26일(월~금)

학기연장, 학비지불, 기숙사 예약, 비자연장

신청

5월 24일(수) 중국어 코너: 중국고대 건축이야기

15 5월 29일~31일(월~수) 연수 완료학생 수료증 신청

16

17

18
6월 19일~21일(월,화,수) 기말고사

6월 22일(목) 단오절(휴강)

19
6월 26일(월) 수료식 14:00 온라인 /오프라인

6월 27일(화) 여름방학

7월 4주 중국어연수 7월 3일～28 일(초급·중급·고급)

8월 4주 중국어연수 7월 31 일～8 월 25 일(초급·중급·고급)



2023 년 가을학기 학사일정（국제학생）

(2023 년 9월 4일~ 2024 년 1월 5일)

주별 월/일 일 정 시 간 비고

0

2023년 6월 17일(토) 본과 신입생 1차 입학시험 13:00 온라인

시험(1회만 가

능)
9월 2일(토) 본과 신입생 2차 입학시험 13:00

1

9월 4일(월) 어학연수생 레벨테스트 13:00 온라인/오프라인

9월 5일~7일(화~목) 어학연수생, 본과생, 대학원생 온라인 등록 공지참조

9월 7일(목)
입학식 14:00 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본과생 회의 15:00 온라인/오프라인

9월 8일(금) 커리큘럼, 분반명단,교재 공지 온라인/오프라인

2 9월 11일(월) 개강
커리큘

럼 참조
온라인/오프라인

3
9월 18일~22일(월~금) 선택과목 신청，과외활동 신청

9월 20일(수) 중국어 코너: 중국조경예술

4 9월 29일(금) 추석(휴강)

5 10월 1일~3일 국경절(휴강)

6

7
10월 18일(수) 중국어 코너: 중국 백년 경극세계

10월 19일(목) 중국노래자랑

8
10월 27일(목) 낭독 & 강연시합 신청, 교학평가

10월 27일(금) 어학실천활동

9 11월 1일(수) 반장 좌담회

10 11월 6일~10일(월~금) 중간고사(수업시간 시험)

11
11월 13일(월) 2024년 봄학기 학사일정 공지

11월 15일(수) 중국어 코너: 신 세기의 만남 -신구 4 대 발명

12 11월 22일(수) 낭독 & 강연대회

13 11월 27일~12월 1일(월~금)
다음 학기 연장수속

(학비지불,기숙사 예약,비자연장신청)

14

15 12월 11일~13일(월~수) 수료증 신청

16 12월 22일(금) 중외학생 신년만회

17

18

2024년 1월 2일~4일(화~목) 기말고사

1월 5일(금) 수료식（수료증 수여） 14:00 온라인/오프라인

1월 6일(토) 겨울방학

비고:

1.이상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ICCS 위챗 공삭계정(ID:SHNU-ICCS) 혹은 ICCS 사이트를

(http://iccs.shnu.edu.cn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외중국어대학 ICCS 연락처 TEL: +82-21-64322824 +82-21-64322452 iccs@shnu.edu.cn

국제교류처 국제학생 사무실 연락처: +82-21-64323905 iec@shnu.edu.cn



첨부 3:

학교 계좌번호

해외송금은 미화로 송금, 중국 국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송금은 인민폐만 가능합

니다.

중국국내 송금 시 인민폐 계좌 송금 계좌 정보

수취인명
上海师范大学

SHANGHAI NORMAL UNIVERSITY

인민폐 계좌 03387208017004511

은행명

中国农业银行 上海市徐汇区桂林支行

GUILIN BRANCH, XUHUI DISTRICT, SHANGHAI

AGRICULTURAL BANK OF CHINA

해외송금 시 미화 계좌 송금계좌정보

수취인명

上海师范大学

SHANGHAI NORMAL UNIVERSITY

미화 은행계좌 441665865071

계좌개성은행명

中国银行 上海漕河泾支行

BANK OF CHINA, SHANGHAI CAOHEJING BRANCH

은행 BKCHCNBJ300

은행주소

中国 上海市 桂平路 391号

NO.391 GUIPING ROAD SHANGHAI, P,R.C

은행전화 +86-21-63606360

학교주소
SHANGHAI NORMAL UNIVERSITY, NO.100 GUILIN

ROAD, SHANGHAI, 200234 P. R. CHINA

송금 후 은행송금내역서, 학생 본인 중문·영문 성함, 학번을 iccs@shnu.edu.cn 메일로 보내주세요.



연락전화:

0086-21-64322824 （중국어, 한국어）

0086-21-64322452 （영어）

0086-21-64328693 （일본어）

홈페이지：http://iccs.shnu.edu.cn

주 소: 上海市桂林路 100 号对外汉语学院 206 办公室

E-mail：

iccs@shnu.edu.cn （중국어, 영어）

iccspanchenfeng@shnu.edu.cn （중국어, 영어）

yeewen@shnu.edu.cn （중국어, 한국어）

ysm@shnu.edu.cn （중국어, 일본어）

위챗 공식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