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허베이사범대학교 국제중국어교사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모집요강
전 세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해외 중국어 학
습자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본교는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원 국가한판)
의 비준을 받아 중국어 학습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
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I. 모집 대상
1. 중국 국적이 아닌 자
2. 신체 건강하고, 품행과 학업 우수한 자
3. 중국어교육, 교수 및 관련된 일에 종사할 뜻이 있는자
4. 만 16 ~ 만 35 세 미만 (2020 년 9 월 1 일 기준)
단, 현직 중국어 교사는 만 45 세까지 지원 가능.
II.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조건
1. 1 년 연수생
-2020 년 12 월 입학에 입학하며, 지원기간은 11 개월이고, 중국에서 유
학 중인 외국인은 제외한다.
중국어국제교육: HSK3 급 270 점, HSKK 성적 소지자
중어중문: HSK4 급 180 점, HSKK 중급 60 점
중국어 어학연수: HSK3 급 210 점, HSKK 성적 소시자 우선 선발
2. 1 학기 연수생
-2020 년 12 월과 2021 년 3 월에 입학하고, 지원기간은 5 개월이며, 여
권에 X1, X2 비자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국어국제교육, 중어중문 등: HSK3 급 180 점 이상, HSKK 성적 소지자
III. 수업운영 방식
온라인 강의
IV. 장학금 지원 내용
온라인강좌 수강료 전액

V. 신청마감 시간
2020 년 11 월 7 일
VI. 신청 서류
1. 여권사본
2. HSK, HSKK 성적표 (유효기간 2 년 이내)
3. 최종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VII. 신청 방식 및 절차
1.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류를 본교 학생모집사무실의 이메일로 보내
고 예비신청을 한다. 이메일 주소: scholarship@hebtu.edu.cn.
2. 본교에서 지원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
자에게 본교 추천서를 발급하고, 국제중국어교사 장학금(공자학원 장학
금) 시스템 시청 접수 통지서를 보내준다.
3.시스템 시청 접수 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시청마감 시간 내 국제중
국어교사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사이트(cis.chinese.cn)에 등록하여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며 허베이사
범대학을 접수대학으로 선택한다.
4.시스템 시청을 완료한 후，심사 진도와 심사 의견, 심사 결과를 수시
로 확인한다.
VIII. 연락처
담당자：유민
전화：0311-80789542
이메일：scholarship@hebtu.edu.cn
IX. 첨부 파일
<허베이사범대학교 국제중국어교사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온라인
강의 신청서>

허베이사범대학교
국제중국어교사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온라인 강의 신청서
HEBEI NORMAL UNIVERSITY APPLICATION FORM FOR ONLINE
LANGUAGE LEARNING OF INTERNATIONAL CHINESE TEACHERS
(CONFUCIUS INSTITUTE ) SCHOLARSHIP STUDENTS
이 표의 유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나서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해 주십시오.(신청서
는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Please read the IMPORTANT NOTES carefully before filling
out the Form (The Form can be copied).
성/Family name

이름/Given name

국적
/Nationality

출생지
/Place of birth
년 /year

생년월일/Date of
birth
기혼□Married
미혼□Single

한자/Chinese name

월 /month

일/date
여권번호
/Passport No.

유효기간
Expiry date
종교

최종학력/Previous education

Religion

남□Male 여□Female
년 /year
/month

월

일/date
현재 직업
Occupation

현재 직장/Current employer
거주지주소/Permanent mailing address:
전화/Tel:

팩스/Fax:

E-mail:

중국어능력시험성적표/ Chinese Proficiency Test Examination Score Report
HSK시험등급/ Level of HSK Examination:
HSKK시험등급/ Level of HSKK Examination:
HSK시험점수/ HSK Examination Score:
HSKK시험점수/ HSKK Examination Score:
HSK성적발표시간/Time of HSK Examination Score Report:
HSKK성적발표시간/Time of HSKK Examination Score Report:

프로그램 유형/Program Applied For :
1

1년 연수생/One Year Chinese Language Program:

수강 기간/Study period
□2020년12월-2021년10월（From December 2020 To October 2021）
□2021년3월-2022년1월(From March 2021 To January 2022 )
분야/ Direction
중국어국제교육/Teaching Chinese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중어준문/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중국어 어학연수/Chinese Language Study

② 1학기 연수생/One Semester Chinese Language Program:

수강 기간/Study period
2020년12월-2021년4월（From December,2020 To April 2021）
2021년3월-2021년7월(From March,2021 To July 2021 )
분야/ Direction
중국어국제교육/Teaching Chinese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중어중문/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사진
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