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과정 전반에 있어서 강의의 수준과 선생님들의 열정에 매우 
만족합니다.

한국과정의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수업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국인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좋았
습니다.

자꾸 말하고 싶게 만들고 숙제도 매일 매일 하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중국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과 중국어에 관심있는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 중국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업탐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기와 2기 참여 학생들의 소감

한국
과정

중국
과정

| 교육목적 |  

  ◆ 중국 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기간에 중국어 능력 배양

  ◆ 중국 현지에서 중국 문화 체험 및 기업체 탐방을 통해 중국통(中國通) 육성

| 교육기간 |  2017. 6. 26(월) ~ 2017. 7. 30(일), 5주 과정

| 모집기간 |  2017. 4. 24(월) ~ 2017. 5. 17.(수) 오전 11시까지

| 모집대상 |    1) 연세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타대생  

2) 중문과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가능  

3) 분반시험 및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 총 수업시간 |    120시간 (일반선택 과목 3학점 부여!)

| 학습과정 |

집중과정 실습 및 체험과정

장 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외국어학당 중국 쓰촨사범대학

기 간 2017. 6. 26(월) ~ 7. 14(금) 2017. 7. 16(일) ~ 7. 30(일)

시 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전일

내 용
토론,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진행, 그룹 주제 별 발표 실시

중국어 수업, 기업탐방, 문화체험, 
특강 등

 과정개요

 모집절차

 비용

| 비용 | 2,765,000원  

| 장학금 | 1,000,000원 (공자아카데미 지원)

| 납부액 | 1,765,000원

| 포함 |   등록비, 한국 3주 수업료, 중국 수업료, 쓰촨 지역 문화 탐 

방료, 특강료, 아시아나 항공 왕복항공료, 입국사증 발급료,

보험료, 중국 숙박비, 중국과정 전 일정 조찬 및 오찬비, 

단체일정 식사비 등

| 불포함 | 교재비, 중국 저녁 식비, 기타 개인 경비

제3기 연세글로벌차이나프로그램
장학생 참가자 모집

서류접수
(~5. 17)

1차
합격발표
(5. 22)

2차
합격발표

(6. 1)

분반시험
및 면접

(5. 24 ~ 26)

선납금 납부
(6. 2)

최종 합격
(6. 2)

 신청절차

| 신청방법 |

 1) 외국어학당 홈페이지(http://fli.yonsei.ac.kr/) 회원가입

 2) 수강신청 - 연세글로벌차이나프로그램

 3) 입문반: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학생

     초중, 중고급반: 중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생

                          (지필시험 등을 통해 분반할 예정)

| 신청서류 |

  서류 다운로드 http://kongzi.yonsei.ac.kr/ → 공지사항

| 문의 |

    02) 2123-6772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