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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立目的與現況

文藻外語大學華語中心成立於 年 月，2002 9 其目的在因應各國人士熱切

的華語學習需求，為本校國際學生及南部外籍人士提供華語學習的場域，

訓練其華語能力，為日後在台研習或生活溝通奠定基礎。藉由本中心的成

立，本校得以更加落實以語文教育溝通中西文化，邁向世界舞台之整體發

展。

本中心之課程及教材，符合各級程度學生的需求，依學生的華語學習

狀況而精心設計，除了初階課程三級及中階課程五級外，另有高階會話、

商業、文學、新聞時事、短文寫作、遊學華語等各式主題，期使學生透過

多元實用的素材，強化聽、說、讀、寫等溝通技能，而能以適當的華語表

達，活用於日常生活中，進而具備欣賞中華文化之能力。

本中心亦致力於華語師資培訓，每年定期開辦華語師資培訓班，特聘

華語教學界具學術地位且富教學經驗之名師，講授華語教學之各項相關專

題，使有志於華語教學者，得以藉此提升自身的華語教學技能，未來可以

在實際的教學上有效地運用。

綜上所述，本中心的發展重點有：發展多元之語言與文化課程、推動

短期來台之華語遊學團、培訓全方位之精良華語師資、研發創意之華語教

材。

설
립
목
적
과
 현

황

설립목적과 현황

원자오(韓⾳:문조)외국어대학의 중국어학당(언어중심)은 중국어가 글
로벌시대에 점점 중요한 외국어능력 중에 하나로 변화함에 따라 
2002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원자오 중국어학당은 본교의 외국인
학생들과 대만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대만 내에서의 학업
과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을 위해 중국어 기초능력을 다지고 발전시
켜나갈 학습의 장(場)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어학당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중국어수준과 정도에 따라 초급 
3단계 과정, 중급 5단계 과정, 고급과정(고급회화, 상업 비즈니스, 문
학, 신문시사, 논술, 여행회화 등 각종 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중국어선생님들은 수업 중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 등 학생들의 중국어소통지능과 정확한 중국어표현능
력을 향상시키고, 각 반 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을 적절히 배정하여 동양문화권 학생들과 서양문화권 
학생들간의 원만한 토론 및 문화공유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세계무
대로 한 발짝 더 나가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 시켜 줄 것입
니다.

또한 본 어학당은 중국어교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중국어학계에서 
학술경험이 풍부한 유명교수를 특별 초빙하여 각 단계마다 특별한 
테마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에 중국어교사가 되는 
것에 흥미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이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중국어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훗날 실제로 교사가 됐을 
때 중국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본 어학당의 중점적인 목표는 수업을 통한 어
학당 학생들의 중국어능력 향상 및 다양한 문화지식 공유, 단기유학
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추진 및 개설, 우수한 중국어교사 양성 
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속 실현 해 나가겠습니다.

어학당 웹사이트(網址), 전화번호(電話), 팩스(傳眞), 이메일주소(電⼦
信箱), 현지주소(地址)

華語中心網址 Website: http://c040.wzu.edu.tw

電話 Tel: 07-342-6031 ext. 3302, 3303, 3306

傳真 Fax: 07-3464672

電子信箱 Email:clc@mail.wzu.edu.tw

地址 高雄市民族一路900號 （華語中心）

　　 900 Mintsu 1st Road, Kaohsiung 807, Taiwan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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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學特色

一、兼顧理論與實務教學。

二、開設小班制初階、中階、高階等分級訓練課程。

三、結合在地生活，將文化融入於語言學習。

四、利用本校各系所及國內外學校資源，提供課業輔導；積極推動與公、

民營機構之合作，拓展學生視野與華語運用之經驗。

學習資源

一、專設「數位華語教材自學實驗室」一間，研發 E 化華語教材，建立學

習網站供學生自學。此外，本中心備有多套循序漸進之華語學習軟

體，強化學生聽、說、讀、寫、打（字）之全語言能力。

二、每期提供免費課後輔導及免費課程講座。

三、本中心學生可使用校內相關資源，如數位華語自學實驗室、圖書館、

健身房、視聽中心、學校餐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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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心活動

本中心提供學生多元的學習方式，不定期舉辦節慶文化活動、華語相

關競賽、校外參訪，學生亦有機會參加學校的運動會與園遊會等活動。

獎學金

依據教育部及外交部公布之華語文獎學金相關辦法辦理。

 

華語師資培訓班

為推動華語師資培訓並儲備本校華語師資，每年定期舉辦海內外優秀

華語教師培訓課程。凡具國內外各公私立大學學歷或大專在學學生，不限

科系均可報名參加。結業於他校華語師資班學員，亦歡迎選修進階課程。

學員培訓期滿，結業考試成績及格，並符合相關規定者，由本校發予

結業證書。成績優良者，可延聘為本校華語中心兼任教師，有機會透過本

校推薦，參加教育部甄選至國外大學任教。

教育部華語文獎學金網頁連結：http://www.edu.tw/bicer/index.aspx

→進入「華語專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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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당 특색

1. 이론과 실무교육.

2. 초급3단계과정, 중급5단계과정, 고급과정 등 세분화 된 훈련과정.

3. 현지생활과 문화를 융합한 학습과정.

4. 본교의 각종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영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견문과 중국어 활용

능력 넓힐 수 있는 야외활동을 추진.

학습자원
도서관 (어학당 학생증 필수!)

디지털 중국어 교실

미디어 자원 센터

헬스장

구내식당 및 편의점

방과후 무료 개인지도(Tutoring)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기마다 1번의 무료강좌 제공

문화활동�및�각종행사
본 어학당은 야외수업, 당일여행, 중국어 말하기 대회,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

년경축행사, 본교축제, 운동회, 원유회 등 각종 교내행사에도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대만교육부 및 외교부 규정에 따른 중국어 장학금 신청방법

http://www.edu.tw/bicer/index.aspx  <-대만교육부 웹사이트 연결 

후 「華語專區」 클릭!

중국어교사�양성�과정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국내외(대만기준) 중국어교사와 미래에 본 어

학당에서 중국어교사를 역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

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국내외 국립, 사립대학 졸업자 또는 현재 대학생활중인 학생이라면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

정이 끝나면 그 동안의 시험점수와 성적에 따라 수료여부가 결정 될 

것 이며 합격자는 본교로부터 수료증을 수여 받게 될 것이며, 성적우

수자는 본 어학당에서 겸임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본교의 추천을 받아 대만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해외대학에서도 중국

어교사로 활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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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競賽、校外參訪，學生亦有機會參加學校的運動會與園遊會等活動。

獎學金

依據教育部及外交部公布之華語文獎學金相關辦法辦理。

 

華語師資培訓班

為推動華語師資培訓並儲備本校華語師資，每年定期舉辦海內外優秀

華語教師培訓課程。凡具國內外各公私立大學學歷或大專在學學生，不限

科系均可報名參加。結業於他校華語師資班學員，亦歡迎選修進階課程。

學員培訓期滿，結業考試成績及格，並符合相關規定者，由本校發予

結業證書。成績優良者，可延聘為本校華語中心兼任教師，有機會透過本

校推薦，參加教育部甄選至國外大學任教。

教育部華語文獎學金網頁連結：http://www.edu.tw/bicer/index.aspx

→進入「華語專區」

어
학
당
 특

색

어학당 특색

1. 이론과 실무교육.

2. 초급3단계과정, 중급5단계과정, 고급과정 등 세분화 된 훈련과정.

3. 현지생활과 문화를 융합한 학습과정.

4. 본교의 각종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영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견문과 중국어 활용

능력 넓힐 수 있는 야외활동을 추진.

학습자원
도서관 (어학당 학생증 필수!)

디지털 중국어 교실

미디어 자원 센터

헬스장

구내식당 및 편의점

방과후 무료 개인지도(Tutoring)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기마다 1번의 무료강좌 제공

문화활동�및�각종행사
본 어학당은 야외수업, 당일여행, 중국어 말하기 대회,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

년경축행사, 본교축제, 운동회, 원유회 등 각종 교내행사에도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대만교육부 및 외교부 규정에 따른 중국어 장학금 신청방법

http://www.edu.tw/bicer/index.aspx  <-대만교육부 웹사이트 연결 

후 「華語專區」 클릭!

중국어교사�양성�과정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국내외(대만기준) 중국어교사와 미래에 본 어

학당에서 중국어교사를 역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

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국내외 국립, 사립대학 졸업자 또는 현재 대학생활중인 학생이라면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

정이 끝나면 그 동안의 시험점수와 성적에 따라 수료여부가 결정 될 

것 이며 합격자는 본교로부터 수료증을 수여 받게 될 것이며, 성적우

수자는 본 어학당에서 겸임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본교의 추천을 받아 대만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해외대학에서도 중국

어교사로 활약 할 수 있습니다. 



課程簡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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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語班課程

初階 (一級〜三級) 

1.訓練實用的口語表達能力，聽、說、讀、寫全方位整合，以達到基礎溝

通無礙之目的。

2.常用生詞 (約787個)、偏重基本句型練習 (約172個)。

中階 (一級〜五級)

1.結合現代生活資訊語料，加強書面溝通能力，使能熟用現代社會語言。 

2.常用生詞 (約1128個)、 進階句型練習 (約230個)。

3.配合語法運用，介紹台灣社會、歷史、地理、文化等主題。

高階選修 (以類別區分)

藝術、商業、會話、思想、哲學、文學導讀、新聞選讀、宗教探討、寫作

練習等。

文化選修課程

台語、棋藝、篆刻、書法、太極拳、中國結、成語故事等。

短期遊學專班

2至8週華語專班，於學期中或寒暑假期間進行均可。可安排寄宿家庭。學

費依教學及活動內容決定。 

夏季班

秋季班

春季班 十一週

十一週

八週

十一週

十一週

學
　
　
期

常規華語班

常規華語班

華語師資培訓班

常規華語班

常規華語班冬季班

교육과정 간략소개

중국어과정

초급과정 (1단계〜3단계)

1.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실용적인 구어체 표현능력을 훈련 -> 기본적

인 소통을 막힘 없이 표현하기 위한 목적.

2. 단어 (약787개), 기초문장 집중연습 (약172문장). 

중급과정 (1단계〜5단계)

1. 현대생활정보와 사회적 주제를 사용하여 문어체 능력을 강화 

2. 단어 (약1128개), 문장연습 (약230문장)。

3.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여 대만사회, 역사, 지리, 문화를 소개.

고급과정 (선택과목)

예술, 상업 비즈니스, 회화, 사상, 철학, 문학, 신문시사, 종교, 논술 등.

문화선택과목 (오후수업)

대만어(민난어), 장기, 전각(도장 새기기), 서예, 태극권, 중국결(중국전통공예), 

고사성어(사자성어).

단기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단기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학기 중이나 여름, 겨울방학기간 중 

언제든지 개설이 가능하며 2~8주 동안의 중국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교 기숙사신청이 가능하고 수업료는 교육과정과 활동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초급과정

수업범위반 단계 수업교재

주제 토론

토론 및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독해

신문 독해

종합 독해

논술

1

2

3

4

5

8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I- A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I- A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I- B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II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II

L.1 à L.6

L.7 à L.12

L.1 à L.8

L.9 à L.16

L.17 à L.24

L.1 à L.6

L.7 à L.12

L.13 à L.16

Far East Everyday 
Chinese Book I I I

중급과정
6

7

고급과정 9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가을학기

정규중국어과정

정규중국어과정

교사양성과정

정규중국어과정

정규중국어과정

１１주

１１주

８주

１１주

１１주

학기

교
육

과
정
 간

략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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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無礙之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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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실용적인 구어체 표현능력을 훈련 -> 기본적

인 소통을 막힘 없이 표현하기 위한 목적.

2. 단어 (약787개), 기초문장 집중연습 (약172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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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생활정보와 사회적 주제를 사용하여 문어체 능력을 강화 

2. 단어 (약1128개), 문장연습 (약230문장)。

3.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여 대만사회, 역사, 지리, 문화를 소개.

고급과정 (선택과목)

예술, 상업 비즈니스, 회화, 사상, 철학, 문학, 신문시사, 종교, 논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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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需華語簽證者

1.備妥相關文件(中/英文版)，

  並郵寄至本中心進行審核

．入學申請表一張

．護照或居留證影印本

．照片二張

．保險證明影印本

2.資料審核合格後，將寄發繳

  費資訊

3.繳交新生報名費及學費

4.至華語中心報到，測驗程度，

  並依程度分班

需華語簽證者
1.備妥相關文件(中/英文版)，
  並郵寄至本中心進行審核
．入學申請表一張
．護照影印本
．照片二張
．最高學歷之畢業證書影印本
．財力證明(至少US$2,000)
．健康檢查表正本(須包含3個
  月內HIV，胸部X光及(德國)
　麻疹之檢查結果)
．保險證明：參加教育部提供
  的醫療保險(由文藻代為加
  保，保費NT$1,500/一期)。
．新生報名費 (海外申請者美
  金20元)
2.資料審核合格後，將寄發繳
  費資訊
3.收到繳費證明後，將寄發入
  學許可書
4.開學前兩個星期寄回或傳真
  回覆報到日期
5.憑入學許可書至駐外單位辦
  理簽證
6.至華語中心報到，測驗程度
  ，並依程度分班

中心上班時間：週一 ~ 週五 早上8:10 ~ 12:00  / 下午 1:10 ~ 5:00

請在新學期開始的二週前，具備以下文件至本中心辦理申請入學等手續

입
학
신
청

입학신청
새 학기가 시작되기 2주전까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입학수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비자(체류목적:중국어연수)신청자�

1. 아래의 서류(영문/중문)들을 구비
하여 우편을 통해 본 어학당사무
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입학신청서(어학당 사무실에 문의)
‧여권사본
‧증명사진 2장
‧졸업증명서 사본(최종학력)
‧재력증명서(미국$기준 2000달러 
이상)

‧건강진단서 원본(반드시 HIV검사, 
흉부 엑스레이, 홍역검사결과를 포
함한 3개월이내의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대만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본 원자오 대학교를 통해 
가입가능, 한 학기당 보험료는 대
만$기준 1500위안)

‧신입학 신청료(미국$ 20달러)
2.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

으면 수업료 납부정보를 이메일로 
통지. 

3. 수업료 납부가 확인되면 입학허가
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

4. 개강2주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
해 어학당사무실로 본인의 도착날
짜를 알려주세요. 

5. 비자신청사이트에서 
https://visawebapp.boca.gov.tw/B
OCA_MRVWeb/subroot/MRVWeb
0_form.jsp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린트해
서 입학허가서, 여권, 졸업증명서
(영문), 증명사진2장, 학습계획서를 
가지고 타이페이 대부표로 가서 
비자신청.

6. 본 어학당에 도착하면 간단한 테
스트 후 반 배정.

대만체류자�및�대만거류증�
소지자

1. 아래의 서류(영문/중문)들
을 구비하여 우편을 통해 
본 어학당사무실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신청서(어학당 사무실
에 문의)

‧여권사본 또는 거류증사
본

‧증명사진 2장
‧보험증명서 사본
2.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수업료 납
부정보를 이메일로 통지.

3. 신입학 신청료와 수업료 
납부.

4. 본 어학당에서 간단한 테
스트 후 반 배정.

본 어학당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8:10~12:00 / 오후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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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需華語簽證者

1.備妥相關文件(中/英文版)，

  並郵寄至本中心進行審核

．入學申請表一張

．護照或居留證影印本

．照片二張

．保險證明影印本

2.資料審核合格後，將寄發繳

  費資訊

3.繳交新生報名費及學費

4.至華語中心報到，測驗程度，

  並依程度分班

需華語簽證者
1.備妥相關文件(中/英文版)，
  並郵寄至本中心進行審核
．入學申請表一張
．護照影印本
．照片二張
．最高學歷之畢業證書影印本
．財力證明(至少US$2,000)
．健康檢查表正本(須包含3個
  月內HIV，胸部X光及(德國)
　麻疹之檢查結果)
．保險證明：參加教育部提供
  的醫療保險(由文藻代為加
  保，保費NT$1,500/一期)。
．新生報名費 (海外申請者美
  金20元)
2.資料審核合格後，將寄發繳
  費資訊
3.收到繳費證明後，將寄發入
  學許可書
4.開學前兩個星期寄回或傳真
  回覆報到日期
5.憑入學許可書至駐外單位辦
  理簽證
6.至華語中心報到，測驗程度
  ，並依程度分班

中心上班時間：週一 ~ 週五 早上8:10 ~ 12:00  / 下午 1:10 ~ 5:00

請在新學期開始的二週前，具備以下文件至本中心辦理申請入學等手續

입
학
신
청

입학신청
새 학기가 시작되기 2주전까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입학수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비자(체류목적:중국어연수)신청자�

1. 아래의 서류(영문/중문)들을 구비
하여 우편을 통해 본 어학당사무
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입학신청서(어학당 사무실에 문의)
‧여권사본
‧증명사진 2장
‧졸업증명서 사본(최종학력)
‧재력증명서(미국$기준 2000달러 
이상)

‧건강진단서 원본(반드시 HIV검사, 
흉부 엑스레이, 홍역검사결과를 포
함한 3개월이내의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대만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본 원자오 대학교를 통해 
가입가능, 한 학기당 보험료는 대
만$기준 1500위안)

‧신입학 신청료(미국$ 20달러)
2.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

으면 수업료 납부정보를 이메일로 
통지. 

3. 수업료 납부가 확인되면 입학허가
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

4. 개강2주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
해 어학당사무실로 본인의 도착날
짜를 알려주세요. 

5. 비자신청사이트에서 
https://visawebapp.boca.gov.tw/B
OCA_MRVWeb/subroot/MRVWeb
0_form.jsp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린트해
서 입학허가서, 여권, 졸업증명서
(영문), 증명사진2장, 학습계획서를 
가지고 타이페이 대부표로 가서 
비자신청.

6. 본 어학당에 도착하면 간단한 테
스트 후 반 배정.

대만체류자�및�대만거류증�
소지자

1. 아래의 서류(영문/중문)들
을 구비하여 우편을 통해 
본 어학당사무실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신청서(어학당 사무실
에 문의)

‧여권사본 또는 거류증사
본

‧증명사진 2장
‧보험증명서 사본
2.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수업료 납
부정보를 이메일로 통지.

3. 신입학 신청료와 수업료 
납부.

4. 본 어학당에서 간단한 테
스트 후 반 배정.

본 어학당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8:10~12:00 / 오후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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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學費

學　　　期 時 間 費　　　　用

十一週

二～八週

2.結業證書 
學期結束成績合格且缺席未達全期四分之一者，可申請核發結業證書。      

3.退費
(1)若因簽證問題無法入學，已繳納之學費全數退還（報名費不退）。
(2)報名班別因人數不足而無法開班者，所繳費用全數退還。請在開課後一
   週內至華語中心辦理。
(3)自報名繳費後至開班上課日前退班者，學費退90%。
(4)自開班上課日起兩週內申請退費者，學費退50%。
(5)自開班上課日起已逾兩週申請退費者，恕不受理退費手續。
※如符合退費條件，請洽華語中心了解如何辦理。
※持學華語簽證而辦理退費者，將於退費日起三天內通報台灣入出境移民署
  取消其簽證。

(4)付費方式

(5)為因應不同程度學生之需求，以便安排課程，請先與中心預約面談。

信用卡

銀行轉帳

現金

臺灣中小企銀博愛分行

帳號：003-12-800012
戶名：文藻學校財團法人文藻外語大學 

            (請備註:繳付華語中心學費)

9:00 a.m. ~ 3:00 p.m.   於華語中心辦公室繳交

VISA  / MASTER / JCB
9:00 a.m. ~ 3:00 p.m.   於華語中心辦公室繳交

(3)優惠方式
a.新生：每週修習10小時以上之課程，並就讀全期者（須繳報名費）。
　•於註冊期限前完成報名手續（繳齊報名資料與學費）者，學費打95折。
　•於註冊期限後完成報名手續（繳齊報名資料與學費）者，學費打97折。
b.舊生：每週修習10小時以上之課程，並就讀全期者（免報名費）。
　•於註冊期限前完成報名手續者，學費打9折。
　•於註冊期限後完成報名手續者，學費打95折。

(1)學費不含書籍費用。

春季 / 夏季 / 秋季 / 冬季班

短期遊學專班

NT$ 27,225  (15小時/週)

NT$ 18,150  (10小時/週)

學費依教學及活動內容決定

(2)新生報名費用NT$500（適用於在台灣申請者)

수
업
료

수업료

1.�수업료

학기 시간 비용
대만$ 27,225 위안（15시간/주）
대만$ 18,150 위안（10시간/주）11주

2주~8주

(4)�납부�방법

Taiwan Business Bank, Poai Branch

003-12-800012

은행

계좌번호

받는사람
은행송금

Wenzao Ursuline University of Languages

MBBTTWTP 850은행식별코드

VISA / MASTER / JCB
오전9:00 ~ 오후3:00 어학당 사무실에서 납부

신용카드

현금 오전9:00 ~ 오후3:00 어학당 사무실에서 납부

봄 / 여름/ 가을 / 겨울

단기유학생 특별 프로그램 수업료는 교육과정과 활동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교재비는 수업료에 미포함.
(2)신입학 신청료는 대만$기준 500위안 (대만현지 신청자에게만 적용)

(3) 수업료 할인
◎신입생 : 매주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선택한 신입생은 신청료를 반드시 납부.
．등록마감일 전에 신청수속(신청서류와 수업료 납부)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5%할인.
．등록마감일 후에 신청수속(신청서류와 수업료 납부)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3%할인.
◎ 재학생 : 매주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선택한 재학생은 신청료 납부를 면제.
．등록마감일 전에 신청수속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10%할인
．등록마감일 후에 신청수속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5%할인

 (5) 본 언어중심에서는 각 학생들마다 중국어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반 배정을 위해서
상담 또는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 각자 수준에 맞는 반으로 배치하
고 있습니다.

2.��수료증
학기가 끝날 때마다 시험, 발표, 과제, 출석률(4분의 1미만의 결석률)등으로 성
적 을 산출하여 통과되면 수료증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환불
(1)비자문제로 본 어학당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납부한 수업료를 전액 환

불.  (신입학 신청료는 환불불가)
(2)어학당 신청인원이 부족하여 반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납부한 수업료를 

전액 환불. (개강 후 1주일내로 어학당사무실에서 환불처리)
(3)개강 전 다시 환불을 신청한 경우, 미리 납부한 수업료의 90%환불.
(4)개강 후 2주이내에 다시 환불을 신청한 경우, 미리 납부한 수업료의 50%환불.
(5)개강 2주가 지난 후부터는 환불불가.
※환불신청은 본 어학당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비자 소지자들은 환불 후 3일이내에 대만출
입국이민서 

(台灣⼊出境移民署)로부터 비자취소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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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學費

學　　　期 時 間 費　　　　用

十一週

二～八週

2.結業證書 
學期結束成績合格且缺席未達全期四分之一者，可申請核發結業證書。      

3.退費
(1)若因簽證問題無法入學，已繳納之學費全數退還（報名費不退）。
(2)報名班別因人數不足而無法開班者，所繳費用全數退還。請在開課後一
   週內至華語中心辦理。
(3)自報名繳費後至開班上課日前退班者，學費退90%。
(4)自開班上課日起兩週內申請退費者，學費退50%。
(5)自開班上課日起已逾兩週申請退費者，恕不受理退費手續。
※如符合退費條件，請洽華語中心了解如何辦理。
※持學華語簽證而辦理退費者，將於退費日起三天內通報台灣入出境移民署
  取消其簽證。

(4)付費方式

(5)為因應不同程度學生之需求，以便安排課程，請先與中心預約面談。

信用卡

銀行轉帳

現金

臺灣中小企銀博愛分行

帳號：003-12-800012
戶名：文藻學校財團法人文藻外語大學 

            (請備註:繳付華語中心學費)

9:00 a.m. ~ 3:00 p.m.   於華語中心辦公室繳交

VISA  / MASTER / JCB
9:00 a.m. ~ 3:00 p.m.   於華語中心辦公室繳交

(3)優惠方式
a.新生：每週修習10小時以上之課程，並就讀全期者（須繳報名費）。
　•於註冊期限前完成報名手續（繳齊報名資料與學費）者，學費打95折。
　•於註冊期限後完成報名手續（繳齊報名資料與學費）者，學費打97折。
b.舊生：每週修習10小時以上之課程，並就讀全期者（免報名費）。
　•於註冊期限前完成報名手續者，學費打9折。
　•於註冊期限後完成報名手續者，學費打95折。

(1)學費不含書籍費用。

春季 / 夏季 / 秋季 / 冬季班

短期遊學專班

NT$ 27,225  (15小時/週)

NT$ 18,150  (10小時/週)

學費依教學及活動內容決定

(2)新生報名費用NT$500（適用於在台灣申請者)

수
업
료

수업료

1.�수업료

학기 시간 비용
대만$ 27,225 위안（15시간/주）
대만$ 18,150 위안（10시간/주）11주

2주~8주

(4)�납부�방법

Taiwan Business Bank, Poai Branch

003-12-800012

은행

계좌번호

받는사람
은행송금

Wenzao Ursuline University of Languages

MBBTTWTP 850은행식별코드

VISA / MASTER / JCB
오전9:00 ~ 오후3:00 어학당 사무실에서 납부

신용카드

현금 오전9:00 ~ 오후3:00 어학당 사무실에서 납부

봄 / 여름/ 가을 / 겨울

단기유학생 특별 프로그램 수업료는 교육과정과 활동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교재비는 수업료에 미포함.
(2)신입학 신청료는 대만$기준 500위안 (대만현지 신청자에게만 적용)

(3) 수업료 할인
◎신입생 : 매주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선택한 신입생은 신청료를 반드시 납부.
．등록마감일 전에 신청수속(신청서류와 수업료 납부)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5%할인.
．등록마감일 후에 신청수속(신청서류와 수업료 납부)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3%할인.
◎ 재학생 : 매주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선택한 재학생은 신청료 납부를 면제.
．등록마감일 전에 신청수속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10%할인
．등록마감일 후에 신청수속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5%할인

 (5) 본 언어중심에서는 각 학생들마다 중국어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반 배정을 위해서
상담 또는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 각자 수준에 맞는 반으로 배치하
고 있습니다.

2.��수료증
학기가 끝날 때마다 시험, 발표, 과제, 출석률(4분의 1미만의 결석률)등으로 성
적 을 산출하여 통과되면 수료증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환불
(1)비자문제로 본 어학당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납부한 수업료를 전액 환

불.  (신입학 신청료는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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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민서 

(台灣⼊出境移民署)로부터 비자취소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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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外交部領事事務局http://www.boca.gov.tw/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http://www.immigration.gov.tw/

(資料若有相關異動，以政府最新公告為準)

停留簽證
已獲本中心入學許可之外籍人士，可持本中心寄發之入學許可，至最近之

中華民國大使館或代表處申請停留簽證。所持簽證之停留期限倘為六十天

以上且未加蓋限制記號者，可於停留期限屆滿前15日，向停留地縣市移民

署申請延期。每次最長得延期六十天，以二次為限。請於辦理前向華語中

心申請「在學證明」及「出席紀錄」。

※以落地簽證或免簽證方式入境、非以研習中文之停留簽證目的來台，或

　已以其他身分在台居留者，均不得在台轉換簽證目的為「研習中文」。

外交部領事事務局申請停留簽證：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申請停留簽證延期：

居留簽證
已持簽證目的為研習中文之停留簽證來台，並於同一所學校連續就讀滿四

個月且繼續註冊三個月以上者，得於停留期限屆滿至少一週前申請改換居

留簽證。請於辦理前向華語中心申請在學證明、出席記錄及成績單，並攜

帶其他相關文件至外交部領事事務局申辦。獲得居留簽證後須於15日內至

移民署辦理居留證。

外交部領事事務局申請居留簽證：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申請居留證：

비
자비자

방문비자
본 어학당으로부터 입학이 허용된 분들은, 본 어학당에서 발부해준 입학허가
서를 가지고 가까운 중화민국 대사관 또는 대표부(주한 타이페이 대표부)에
서 방문비자(체류목적:중국어연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타
이페이 대표부에서는 입학허가서뿐만 아니라 비자신청서, 여권, 졸업증명서
(영문), 증명사진2장, 학습계획서도 함께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
문비자는 초기 비자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대만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기
한(60일)이 만료되기 15일전부터 가까운 이민서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
니다. 

방문비자는 총 2번 연장이 가능하며, 한번 연장할 때 마다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60일 + 1차연장 60일 + 2차연장 60일 = 최대 
180일) 
비자연장전 꼭 본 어학당에서 재학증명서와 출석기록표를 신청해서 여권 및 
증명사진1장과 함께 이민서에 제출하세요.

방분비자신청：外交部領事事務局(외교부영사사무국),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대한민국內)
방문비자연장：內政部⼊出國及移民署(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한국에서 연
장 불가능

거류비자
중국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비자 소지자들은 동일한 어학당에서 중국
어를 연수한지 4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이상의 다음학기(동일한 어학당)를 
신청한다면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학당 이름으로 방문비자를 발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학당을 
다른 학교로 옮기면 그 방문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방문비자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1주일전까지 거류비자로 전환하는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류비자신청 전에 꼭 본 어학당에서 재학증명서와 출석기록표, 성적증명서
를 신청해서 기타 다른 서류들(여권, 재력증명서, 3개월이내의 건강진단서, 
사진2장)과 함께 
외교부영사사무국(外交部領事事務局)에 제출하세요. 거류비자 취득 후 반드시 
15일이내에
이민서로 가서 거류증 신청을 하세요!

거류비자신청：外交部領事事務局(외교부영사사무국),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대한민국內)
거류증연장：內政部⼊出國及移民署(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한국에서 연장 
불가능

外交部領事事務局 http://www.boca.gov.tw/
內政部⼊出國及移民署 http://www.immigration.gov.tw/
(비자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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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外交部領事事務局http://www.boca.gov.tw/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http://www.immigration.gov.tw/

(資料若有相關異動，以政府最新公告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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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公路

：由鼎金系統交流道右線左營（362公里出口）下高速公路。南下

：由鼎金系統交流道左線左營（362公里出口）下高速公路。北上

行經大中路，過榮民總醫院後，向左轉進入民族一路，再直行

 1 公里即到本校。

高雄市公車

於民族路校門口--72、91、民族幹線

於鼎中路校門口--3、28、77、91、紅35、紅36

汽車客運公司

高雄客運公司行經本校路線有：

8021、8023、8025、8029、8032、8038、8039、8040、8041、8042、

8046號至文藻下車。

高鐵左營站到本校之方法

公車：搭乘3、紅35、民族幹線至文藻外語大學站下車。

計程車：由高鐵站至本校約1公里。

小港機場到本校之方法

公車：機場楠梓專線至文藻外語大學站下車。

計程車：（比照高速公路北上）：約25~30分鐘。

교
통
안
내

교통안내

고웅시(⾼雄市) 버스

학교정문(民族路) : 72、91、民族幹線(노선방향)

학교후문(⿍中路) : 3, 28, 77, 91, 紅35, 紅36

객운(客運) 장거리버스

8021、8023、8025、8029、8032、8038、8039、8040、

8041、8042、

8046번 버스를 타고 본교에서 하차.

Zuoying(左營)고속철도역부터 본교까지 오시는 길

버스：3、紅35、民族幹線(노선방향), 원자오외국어대학역

(⽂藻外語⼤學站)하차.

택시：Zuoying고속철도역부터 본교까지 약1km.

고웅(⾼雄)공항부터 본교까지 오시는 길

버스：공항-난즈(楠梓)노선버스를 타고 본교에서 하차.

택시：고속도로를 통해 오시면 약25~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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