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商务중국어 (2023 가을학기)  

프로그램 특징  

1. 우수한 지리적 및 학문적 이점  

상해재무경제대학은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상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무경제 학문을 특징
으로 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와 학문 플랫폼 모두 우수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학생들은 모두 우동로 캠퍼스에서 공부합니다. 우동로 캠퍼스는 상해 중심부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3호선, 10호선 및 18호선 인접하며 많은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양푸 
지구는 "상해 대학가 중심지"로 불리며, 우동로 캠퍼스 근처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어 문화적 분위기
가 짙습니다. 또한, 캠퍼스는 오각장상권과 인접하여 생활 쇼핑이 편리합니다.

2. 풍부한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 경험  

상해에서 가장 일찍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을 개설한 대학 중 하나로, 10년 가까운 풍부한 교육 경험
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하드웨어 조건과 교수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둔 교육  

비즈니스 문화, 비즈니스 예절, 비즈니스 뉴스, 비즈니스 작문 등의 핵심 과정을 통해 중국의 비즈니
스 환경을 최대한 실제 체험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적극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국가급 상업 중국어 기반 및 HSK 및 BCT 시험 센터  

2010년, 우리는 경제 중심지인 상해를 기반으로, 경제 및 금융 관리 분야의 우수한 학문적 역량과 
독보적인 중국어 교육 특성을 바탕으로 국가급 "국제 상업 중국어 교육 및 자원 개발 기반"을 설립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상해에서 설립된 HSK 및 BCT 시험 센터 중 하나입니다. 매 학기 HSK 및 BCT 시험 응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희의 비즈니스 중국어 프로그램에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국제 비즈니스 경쟁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엄격한 학술 훈련, 혁신적인 교수법 및 다양한 캠퍼스 
생활을 통해, 당신은 잊지 못할 경험을 갖게 될 것이며, 시야를 넓히고 미래의 발전 방향까지 바꿀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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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중국어 프로그램  

교육제도 1학기 / 1학년

학기 춘학기 (2월-6월) 가을학기 (9월-내년 1월)

입학일 2023년 가을학기 입학일: 2023년 8월 30일

강의방식 대면

레벨 초급, 중급, 고급, 각 반 10-15명, 5명 이상부터 개설

주요과목 비즈니스 문화, 비즈니스 예절, 비즈니스 뉴스, 비즈니스 작문

비용 (RMB) 등록비: 415; 수업료: 9000/학기, 18000/년

수취인 上海财经大学

계좌번호 (A/C) 442959257313

개설 은행 中国银行上海市五角场支行

프로그램 소개  

강의 및 행사 일정은 실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중국어를 학습하려면 어느 정도의 중국어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HSK3급 수준) 만약 제
로베이스라면 일반 중국어 프로젝트를 먼저 수강하시고, 일정 수준의 기초를 쌓은 후 비즈니스 중
국어 프로젝트를 수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신청자는 건강한 외국인 시민이며, 연령은 18세에서 60세 사이이며, 한국어 실력은 새 HSK3급 180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자는 우선 은행 송금 방식으로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며, 등록비는 미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환
불되지 않습니다. 그 후, 신청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 (http://ao.sufe.edu.cn)에 로그인하여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

유효한 일반 여권의 첫 페이지 (신청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유효)；
등록비 지불 증빙(송금 기록 또는 결제 영수증)；
한국어 능력 증명서；
개인 사진.

연락처  
은행 정보 (중국 내 송금)

은행 정보 (중국 외국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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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A / C 442959257313

BANK BANK OF CHINA SHANGHAI BRANCH

SWIFT
CODE

BKCHCNBJ300

BANK
ADD.

BANK OF CHINA TOWER, 200 MID YINCHENG ROAD SHANGHAI 200120,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우편 주소

Room 101, International Admissions Office, ICES SUFE 
No.321 Wudong Road, Yangpu District, Shanghai, China, 우편번호: 200433

전화번호： +86-21-65361944；

팩스번호： +86-21-65361958

이메일： ices@mail.sufe.edu.cn ；

웹사이트： http://ices.sufe.edu.cn

위챗 공식 계정：Study_at_sufe 

Facebook：http://www.facebook.com/ices.su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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