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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학기 중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1920년 개교한 중국 정부지정 아래 9개 C9 명문대학 그룹 소속 국가 

중점대학교 

★글러벌 대학 랭킹 세계 6위(엔지니어링 분야)의 최정상권 대학교(Us 

News) 

★중국 정부의 “쌍일류(Double-First Class: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건설계획”지정 대학교 

★재학생: 약 5만여명  유학생: 114개 국가로부터 온 3700여명의 

유학생 

어학연수 특색 하얼빈지역은 표준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표준중국어 

발음을 형성하는데 최적화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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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급, 중급,고급 3단계 9레벨

의 중국어수준을 세분화하여 학생

들이 최적의 레벨에서 공부할수 있

게끔 함 

영초급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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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중

국문화활동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국

에 대한 문화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어공부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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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레벨수업에 중국어로 강

의를 하여 학생들이 중국어로 주된 수업

환경에서 빠른 시일내에 중국어를 습득

할수 있게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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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초급과정 (A/A+/B/C/C+) 

★ 종합, 듣기,독해실천등 수업내용을 통해 한자기초를 습득하고 수업에 관련 된 

문화실천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진행되는 중국어발음교정훈련을 통해 

표준중국어발음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제일 빠른 시일내에 중국어를 말할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중고급과정 (D/E/F/G) 

★ 종합, 듣기, 말하기, 글쓰기 등 기초수업외에 경제무역중국어, 과학기술중국어, 

중국한자성어 등 선택수업을 개설하여 단순히 중국어문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유용할수 있는 중국어를 배움으로서 중국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게끔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 중고급 선택수업리스트 

HSK 5급 강화수업 HSK 6급 강화수업 경제무역 중국어 

말하고 듣기 수업(중급) 뉴스듣기 수업 중국어 관용어수업 

중국어 문법수업 실용 글 짓기수업 과학기술 중국어수업 

중국한자성어 이야기 중국알아가기  세계시사 알아가기 

좋은 문장 읽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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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중국문화활동:  

★ 중국전통문화체험: 중국전통놀이 체험, 종이 공예, 차도, 마작 배우기,연 날리기 

활동 등 

 

연 그리기 체험수업                                      중국전통문화일 활동 

  

                 중국 정원탐방                                                 중국전통놀이 

★ 정기적인 어학실천활동: 주어진 주제에 따라 중국인학교, 상점, 마트등 곳에서 

중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어수준 향상 및 중국문화 이해시키기에 노력 함. 

                 

상점 옷사기 체험                                         버스타고 목적지 가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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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학생동아리(HIT CALL CENTER): 하공대 중국인학생과 유학생들이 함께 

이끌어간 동아리로 중외학생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다국적인 환경에서 

다문화교류능력을 형성시켜줌. 

 

                

★ 중외학생 대형 이벤트:   카니발행사, 중외학생 “손에 손잡고” 문예공연, 유학생 

장기자랑 등 

           

          국제문화카니발행사                                            중외학생 문예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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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http://studyathit.hit.edu.cn/)  

비고: 입학허가서를 받을수 있는 집주소,전화번호 및 우편번호를 영어로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신청 접수후 비자신청서(JW202표) 및 입학허가서 발급 

비고: 6개월이하 신청한 학생은 입학허가서 발급 

3. 비자신청서 혹은 입학허가서 원본을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하고 입학허가서에 

적힌 등록날짜에 맞춰 하얼빈공업대학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 자 

1. 한학기 신청할 경우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

니다. 

2. 1 년 신청할 경우 발급한 비자신청서(JW202 표) 및 입학허가서 원본으로 

X1비자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3. X1 비자를 신청한 학생은 중국 도착 30일내에 거류허가수속을 하여야 합니

다. 거류허가수속을 할 경우 중국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외국인 신체검사기

록 검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  400위안 좌우    

★거류허가수속 비용: 400위안/반년   800위안/년 

4. 유학생들은 입국 24 시간내에 거주지 소속 파출소에서 입주등기를

(residence registration) 하여야 합니다. 유학생기숙사에 입주한 유학생은 기

숙사관리직원의 도움으로 입주등기를 하면 됩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입주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받게 됩니다. 최고벌금액수:2000위안 

보 험 

1. 하공대에 도착한 후 학교에서 보험을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하얼빈공업대학 보험가입 비용: 400위안/반년   800위안/1년 

기숙사 입주절차 

1. 기숙사 입주시 기숙사 프론트 데스크에 여권원본, 여권사이즈 사진 4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숙사비용: 600위안/달/인(전기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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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세는 룸메이트와 함께 부담을 합니다. 전기세 납부카드를 이용하여 

전기세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3 월학기 스케줄표 

★2020년 2월 25일-26일  등록수속(여권 원본, 사진 2매) 

2020년 2월 27일  분반고사 

        2월 28일  분반결과 발표 

3월 2일 정식개강 

★ 종강일:2020년 6월 19일     

학비 (중국내에서 개통한 카드로 납부,  등록현장에서 카드개통 가능) 

★등록비:400위안 

   학비:7300위안/한 학기 (1년 등록시 두번째 학기 10%학비 할인) 

   보험료: 400위안/반년, 800위안/년 

인터넷 및 밥 카드신청 

★인터넷 신청(WIFI 가능하지 않음): 여권 사본, 기숙사입주카드(기숙사 입

주시 프론트데스크에서 발급)   30위안/달 

★ 밥카드 신청:여권 사본,밥카드신청서,100위안(15위안 카드비용 포함) 

※밥 카드는 기숙사 출입문카드로 사용이 되며 학교내부 마트 및 학교수영장에

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하공대 찾아오시는 길 

1. 공항버스 1호선--民航大厦에서 내림--택시로 하공대도착(약 15RMB좌우) 

2. 공항에서 바로 택시로 하공대 도착(약 150RMB좌우) 

Important Contact Information: 

★Ms. PIAO Yuejin: Tel: +86-451-86412647  

E-mail: piaoyuejin@hit.edu.cn 

Web: www.StudyatHIT.cn 

Add: No. 11 Siling Street Nangang District 150001 Harbin 

http://www.studyathit.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