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으로의

조기유학은



그저 중국어나 잘하려고 떠나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1. 중국유학에대한학생본인자신의의지가뚜렷하여야합니다.

2. 미래진로선택에스스로의현실적인목표가확실하여야합니다.

3. 중국을사랑하는마음을가지고중국문화적응에노력하여야합니다

4. 건강한체력과올바른정신건강의소유자여야합니다.

5. 적극적으로중국친구를사귀기에노력하여야합니다.

6. 선생님들의지도에잘따르고소통하는자세가되어야합니다.

7.부모님과떨어져생활하며스스로자기관리를할수있어야합니다.

8.학생과학부모님이학교를믿고유학의성공을위하여같이공동노력하여야합니다.

위의내용을지키지못할학생이라면본교로유학을하지마시고,

다른방향이나다른지역으로의교육진로를권장합니다.



한국학생관리 15년의경험 (Since 2006)

중국현지토탈관리형기숙학교 & 국제부

코로나19환경속에서도변함없는보살핌

재학중앞선진로적성진단검사로학생들의목표설정지도

중국명문대학교에서채택하는효과적인써와이교육시스템



Jilin Korean Middle & High School   중국 길림조중 국제부 – 써와이 아카데미

吉林市朝鲜族中学国际部 - Shewai Academy



Jilin Korean Middle & High School Overview

길림조중 국제부 – Shewai아카데미 안내



학교 위치 : 중국 길림성 길림시(吉林市 :지린시)

항공편 2시간소요

(인천-창춘공항)

중국에서가장표준어가정확한도시

한국대구광역시와규모가비슷한대도시

중국 32개대규모도시중의하나

고구려유적, 송화강, 동북핵심도시

고속철도개통으로교통상업중심지

명문길림조중, 길림1중이있는교육도시

한국인이적어쾌적한면학분위기



학교 위치 : 중국 길림성 길림시(吉林市 :지린시)

길림시 인구 412만명



학교 개황

吉林市朝鲜族中学(길림시조선족중학)国际部(국제부)

1949년 (올해개교 72주년)

공립보통고중(중학교와고등학교가같이있음)

소속지구기관:길림성길림시교육국

건축면적: 12,136 m²

대지면적: 41,428 m²

본교 캠퍼스: 中国吉林省 吉林市 昌邑区江湾路 200号

교무실: +86-432-6601-0450

국제부: +86-432-6601-0452

교무부장: 070-7884-52439 (인터넷폰)

* 길림성이과계열최고득점자배출한명문고등학교 *

참고사항 -길림성: 토지면적남한의 2배, 인구 2,700만명,그중의최고득점자



길림조중 국제부 - 학교 허가증(事业单位法人证书）

학교 조직기구등록코드 (组织机构代码证)번호: 122202004126517235



길림조중 국제부 – 외국유학생 전담



길림조중 국제부 - 외국학생 전용반 : 길림 조중 캠퍼스 내 우측 건물 2개동

기초부터로컬등교까지한캠퍼스내에서기숙생활하고수업하므로

외부로부터안전하고학생관리에효율적입니다

국제부기숙사동

국제부강의동

처음도착하여중국어기초과정기간에는이두건물을오가며수업하다가
중국어에능숙해질때건너편의 로컬클래스로이동하여중국학생들과같이수업하게됩니다.



Study at Jilin Korean Middle & High School

한국 학생 조기유학



북경, 상해등대도시의 한국학생들많은 지역대부분이 한국화된주변환경으로 인하여중국어 없이한국어로만으로도

생활가능하고 어린 학생들의호기심 자극하는탈선 위험에노출되어 있는상황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면학분위기가 뛰어난지방도시에서 철저한통학관리를 받으며기본 지식과중국 문화를익히고

스스로헤쳐나갈 능력을 갖추게되는 시기인대학교 진학시에대도시 명문대학교로진출하는 것을권장합니다.

한국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면학 분위기 캠퍼스



길림조중 - 학교 시설



부모님의 자식사랑을 대신하는 학교

정든가족을떠나유학생활이시작되면서저희가그역할을대신합니다.

한국어소통책임자가직접관리하는토탈관리형기숙학교로서
입학시부터길림조중의학적으로로컬학교공식학적관리됩니다.



첫 입학에서 부터 졸업시까지 – 토탈관리형 기숙학교



다른 곳과 비교되는 고유의 시스템

1. 본교 입학허가 이후부터 당해 학년으로 학적관리가 진행됩니다.

2. 기숙사, 강의실, 로컬반이 한 캠퍼스내에 있어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3. 중국어 능력이 중국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수업이 가능한 수준(차반 수업)에

도달할 때까지는 국제부 강의실에서 중국어 기초과정부터 수업합니다.

4. 중국어로 차반 수업 수강능력 도달하면 로컬 클래스로 등교 개시합니다.

- 로컬반 등교 개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중학생은 6개월~9개월, 고등학생은

1년 정도 소요되며 등교가 늦춰지더라도 학적관리는 변함없이 진행되므로

무리한 등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5. 로컬 클래스 하교 후 저녁시간에 영어, 이과 과목, HSK보충, 숙제 지도합니다.

6. 고1학년에 진로 적성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미래 전공학과와 진학

대학의 타겟을 정하여 정확한 진도지로를 겸한 향후 학습지도 반영을 진행합니다.

7. 본교는 방학기간중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특강도 진행합니다. 

8. 학부모님과 핫 라인으로 소통하며 학생의 미래에 대하여 같이 노력합니다.



중국 명문 미술대학교 특별반 개설

외국인의 중국 미술대학교 입학 자격 : 중국어 HSK 4급 ~ 5급, 미술 실기

*  미술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개설

제1단계: 중국어 과정 집중 수업(최초 6개월~1년간 집중수업)

제2단계: 미술 실기 특강지도(본교 미술교사진 특강실시)

* 본교의 미술 특강 수업만으로 명문 미술대학교 진학 준비에 충분

미술, 디자인 특성화 대학으로 유명한 중국의 명문대학교

- 북경 중앙미술학원

- 항저우 중국미술학원

- 북경 청화대학교 미술학원 (영어 우수생 권장)

- 광저우 미술학원

- 심양 루쉰미술학원

- 충칭 사천미술학원

- 시안 미술학원

- 천진 미술학원



중국 명문 미술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학과(예)

북경 중앙미술학원의 전공학과

• 중국화, 서예학, 회화, 조소, 실험예술, 미술학, 예술사론, 문화산업 관리

• 시각 전달 디자인, 의상 디자인, 공업설계, 상품설계

• 디지털 미디어 예술 , 영상 촬영과 제작, 촬영

• 건축학, 풍경원림 (조경 )설계환경설계, 공공예술학과

항저우 중국미술학원의 전공학과

• 시각 전달 디자인, 의상디자인(의류,염색,실내직물) 아트 테크놀러지 (디자인전시,  종합디자인), 

제품디자인, 공예미술(유리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 중국화(인물,산수,화조,종합), 예술이론, 회화(유화,종합회화,판화,벽화), 조소, 공공예술, 미술학

• 영상및 미디어아트 : 촬영, 방송편성(영상광고, 영상편성),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류, 일러스트와

만화, 게임디자인, 디지털예술)

• 건축예술/도시설계, 경관과 환경예술

• 녹음예술: 1,2학년 전공기초학습, 3,4학년 영상음악과 음성공학, 녹음, 음향예술등 전문 수업



길림조중 국제부의 장점 1

생활관리, 기숙사, 안전

- 한국어소통되는교무부장이직접수시로학부모님과커뮤니케이션

- 한국어소통되는책임자가학생들과함께 24시간교내상주생활

- 안전관리용교내 CCTV설치로부모님안심형기숙관리

- 한국식건강식단제공, 학생들의건강이상시신속한비상의료체계

- 학교교정내의한국학생전용기숙사에서안전한유학생활

- 학생들의류세탁은세탁/건조한후학생들이찾아가도록편의제공

- 휴일을이용한학부모님의현지자녀격려방문환영, 수업시간외자녀소통편리

- 학생들의생활모습, 공지사항등을한국어다음카페를통하여제공

- 특정시간외에는휴대폰을사용하지않고보관시키는학생들자율관리시스템



길림조중 국제부의 장점 2

학업관리, 중국문화, 체육등

- 최초입국시중국어를전혀몰라도됨 (유경험원어민선생님이기초부터지도)

- 입국도착시부터길림조중학생신분으로학적관리 (중국공립고등학교정규학생신분)

- 개인별연간교육프로그램수립, 단계별업그레이드교육 (기초 차반수업 대입준비)

- 현지중국학생들과한반에서수업할능력이되면바로편입하여중국학생정규교과목수업

- 정규교과과정의보충지도실시 –영어, 수학, 이과과목등

- 미술, 디자인전공희망학생들을위한명문대진로지도와실기특강수업실시

- 로컬학교외사처(외국학생담당부서)와의 24시간핫라인설치

- 다양한옥외, 외부활동프로그램운용으로중국실생활체험학습도모

- 부모님을대신한인성교육, 정신교육실시(본교책임자교육및외부강사초빙)

- 다채로운교내스포츠프로그램, 운동경기, 체력단련참여



신입 재학생 표준 일과표(수업시간표)



출국 전 중국어 기초 과정 교육 – 온라인 수업(원어민 소수정예 특별 수업)

출국전 비자발급 기간동안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국어 기초부터 우선 수강하며, 본교 도착후에는

이어지는 교과과정을 업그레이드하여 진행합니다.



중국 도착후 로컬반 수강 대비 중국어 수업 –.

이 수업을 거쳐 중국어가 능통해질때 로컬 클래스로

이동하여 중국학생들과 같이 정규수업 수강합니다



로컬 클래스 수업 – 중국어로 수강능력이 되면 로컬클래스에서 중국 학생들과 같이
예체능포함한 모든 정규 학과목을 동일 수준으로 수업합니다



로컬 클래스 하교 후 저녁시간 : 숙제, 보충수업, 특강, 대학진학 준비



인성교육 병행



의료 지원 – 학생들 아픈 상황 발생시 교무책임자 병원 동행 필수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학교 – 한국어 소통되는 교무부장 근무 (24시간 통화가능)



선배학생들 전원 중국 명문대학교 진학

2019~2020 졸업생 12명 전원 중국 명문대학교 합격

북경시 인민대학교 : 정성희

절강성 절강대학교 : 이가혜, 임규남, 강두완, 장민주, 김형래

광동성 중산대학교 : 김소연

북경시 북경외국어대학교 : 박현우

흑룡강성 하얼빈공업대학교 : 김민종

북경시 북경사범대학교 : 홍여경

상해시 상해외국어대학교 : 김준영

길림성 길림대학교 : 장현성

장학금 받는 칭화대학교 합격생 이수빈 학생



Admissions Process at Jilin Korean Middle & High School

입학절차

admissions process



길림조중 국제부 - 학비 & 보딩비용

1. 입학등록금: 한화 50만원(최초 입학신청시 납부)

2. 학비 : 년간 8,000위안(길림 조중 로컬학비) – 입학허가서 교부 후 납부
- 로컬 클래스로 등교할때는 년간 10,000위안 적용

3. 보딩비용(Shewai Care & Education Fee) : 년간 93,000위안 일시납
- 범위: 유학기간중 기숙사비, 식비, 수업료(중국어 기초과정, 중국어 강화수업, 로컬반 하교 후

수업, 영어/수학등 보충수업, HSK특강, 교내 중국문화 행사 등), 학습&진학 진로지도 상담

* 참고사항: 1위안=한화 약 170원 (보딩비용 한화 15,810,000원)

위 사항 외에 아래 내역들은 학생 개인 부담입니다.
- 유학생 보험료, 장기거류 비자비용(JW202,신체검사,위탁서 공증), 로컬반 교재 및 개인용품,
코로나 현지 격리비용, 항공료, 미술특강, 캠프/수학여행 참가비, 기타 개인지출 대상 경비 등

여름/겨울 방학에는 교육국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길림조중’ 방학기간 중 한국으로 일시 귀국합니다.



입학신청 절차 (코로나19 방역기간중 임시 절차)

학생/학부모 상담 면접 → 입학신청서 제출 → 입학등록금 납부(한화 50만원) → 본교 입학허가서 송부 →

로컬학비(8,000위안), 보딩비용의 50%(46,500위안) 납부 → 본교 재학증명서 교부

비자발급 & 출국 준비하는 기간 중 온라인 수업 실시 (수업개시일이 본교 입학일임)

* 3~5명 소수 정예반 구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으로 초기 언어학습에 최상의 효과

온라인수업이라도현지로컬학교학적은정상관리되며재학증명서요청시즉시교부함

온라인수업기간중에는보딩비용의 30%를감면(출국할때그동안의온라인수업기간일자계산하여차감정산)

⇩



입학신청 절차 (코로나19 방역기간중 임시 절차)

[입학후 출국준비 기간동안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수강하다가 비자 발급되면 중국으로 출국}

- 비자 발급후 즉시 출국하여 창춘시내 2주 + 길림시(지정 1주 + 자가 1주) 총 4주 격리

중국 본교에서 JW202 발급 후 한국으로 발송 → 비자발급 → 항공권 발권, 기숙사 배정, 출국 준비물

안내 → 온라인 수업 종료 및 중국 본교로 출국준비 → 한국 인천공항에서 중국 장춘공항으로 출국 →

보딩비 잔여액 50% (46,500위안) 완납

참고사항: 2021년도상반기출국학생
제1진 2021년 4월 27일아시아나항공 OZ303편 3명출국
제2진 2021년 6월 1일아시아나항공 OZ303편 5명출국



2021 코로나19 방역기간 학생들 인천공항 출국 & 현지 격리 1



2021 코로나19 방역기간 학생들 인천공항 출국 & 현지 격리 2



학비, 보딩비용 반환 규정 및 서류 교부

1. 보딩비용 반환 규정

- 출국 전 중도포기할 경우 : 납입액 대비 수업일자 환산하여 잔여 해당액의 70%금액 환불

- 현지 도착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일로부터 6개월내 포기시 : 다음학기(6개월) 분의 70% 금액(32,550위안) 환불

(처음 학기 즉, 최초 6개월 기간은 환불대상이 아님)

입학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포기시 : 잔여 기간 환산 해당액의 70%금액 환불

2. 보딩비용은 반환해드리지만, 입학등록금과 로컬학비는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되지 않음

3. 퇴교 또는 전학 이후에도 본교 재학관련 서류 발급 요청 있을시 적극 협조하며 우송료, 발급수수료
등이 소요될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



Campus Life

캠퍼스 생활

admissions process



캠퍼스 생활 이모저모



학생들 주말 여가 활동, 종교생활

일요일날 - 교회 앞에서

일요일날 - 마트 앞에서남학생 휴게실



학생가족 격려 방문 환영



중국문화 체험활동, 캠프 참가



이곳에서본교선배학생들의모든자료와사진들을열람할수있습니다.

본교는 한국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ttps://cafe.daum.net/bit-spc
https://cafe.daum.net/bit-spc
https://cafe.daum.net/bit-spc
https://cafe.daum.net/bit-spc
https://cafe.daum.net/bit-spc
https://cafe.daum.net/bit-spc
https://cafe.daum.net/bit-spc


저희가학부모님께바라는것은

유학의강요보다는

유학의동기부여와격려입니다.



감사합니다 !VER 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