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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소개
MTC는 1956년에 설립된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부설 언

어중심으로, 학문연구와 교사양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MTC는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1,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어 교육 센터입니다.

수강생들의 언어와 문화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중국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 같습

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필요로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중국 문화 및 역사에 흥미가 생겨 중국어를 배우고자 합

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학생의 언어 수준이 어떠하든

지, MTC는 각 학생들이 보다 잘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

도록, 동시에 대만, 나아가 중화권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과정소개

기간 교육일정 특색

정규반 3개월 또는 2개월

가을학기 (9월~11월)

겨울학기 (12월~2월)

봄학기 (3월~5월)

여름학기(6월8월)

여름방학특별반(7월~8월)

소규모반(6-10인) 또는 단체반

(13-20인)

집중훈련, 양질의 교육 및 평가 

시험

다양한 레벨의 수업과 추가적인 

체험활동

학기반 16주
학기 프로그램은 NTNU의 일정

에 맞춤

18세 이상의 국제 및 교환학생

수업의 난이도는 초급부터 중급

까지 

경험 많은 선생님의 수업을 받음  

각 반에 20명 학생 (일주일 2번 

수업)

단기반 1~6주

맞춤형 단체 언어 및 문화 연

수(상시 개강)

중국어 3주반 

(1월, 3월, 7월, 8월, 9월)

청소년 중국어 여름캠프 

(6월, 7월,8월)

실용적인 일생 대화

학생들의 학습에 따라 조절 가능

함

현지 학생들과 교류 및 다양한 교

외 활동

MTC 

Online

맞춤형 수업 : 

10,20,40 시간

정규 그룹 수업 : 

90,180 시간

연중 365일
집에서 실시간으로 중국어 배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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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프로그램

MTC는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약 1,500여 명의 학

생들이 모이는, 대만에서 가장 저명한 중국어 교육

센터입니다. MTC의 정규 프로그램은 3개월을 한 

학기로,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학기로 구분됩니다. 정규 학기 외에 

별도의 여름방학 특별과정(7~8월)이 개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3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중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초급에서 고급까지 각 학습자들의 수

준에 적합한 수업이 개설되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종합적인 학습으로 중국어 능력의 탄탄한 

기초를 쌓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입문과정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만일 B반 학생 인원수가 13명 미만일 경우,  B반 학생은 A반으로 변경됩니다. B반에서 A반으로, 
보통반에서 밀집반으로 변경된 학생은 수업 변경 기간 마지막 날 전까지 수업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Note

수업 유형 및 시간표

수업유형 인원수 수업시간
학비

Note
3개월 2개월(여름방학반)

보통반 Class A
6-10

8:10 -10:00

10:20 -12:10*

12:20 -14:10

14:20 -16:10

16:20 -18:10

18:30 -20:20

 NT$29,100  NT$19,400

1. 소수 인원

제로 주당 10

시간 수업.

2. 매주 5시

간의 언어보

충수업 참가 

필수.

13-20 8:10 -10:00  NT$21,600  NT$14,400

밀집반 Class B

6-9
10:20 -13:10*

14:20 -17:10
 NT$39,600  NT$26,400

소수 인원제

로 주당 15시

간 수업.
13-20

14:20 -17:10

(입문과정만 개설)
 NT$28,800  NT$19,200

맞춤형 개인반

맞춤형

(1개월 이상/매주 

최소 2시간 수업)

자세한 수업 정보는 MTC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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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료 : 약 NT$350(3개월) / NT$235(2개월)

      **외국인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MTC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재 비용 : 약 NT$1,500(예상 금액으로 학생은 개강 후 직접 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신입생 등록비 (처음 등록하는 학생 또는 1년이상 등록하지 않은 

학생) : NT$2,500

1

2

3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업료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수업이 시작된 후 학기 진행 1/3 이전까지는 5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3이 지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처리시간은 업무일 기준 7-10일이 소요됩니다.

‧수업료만 환불됩니다. 기타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MTC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mtc.ntnu.edu.tw/course-seasonal-fee.html

MTC는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원하는(최소 한 학기 동안) 국제 학생들을 위한 학기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프로그램 기간과 수업 시간표를 제공 함으로 학생들이 표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6주 과정으로 국제 학생 또는 모든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학업일정표를 따름.

-  16주 과정

- 주 2회 1일 3시간 수업 (화,목 또는 월,수 수업)

- 수업료 : NT$21,600

- 중국 유학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기별 일정

학기 입학신청 마감일 등록일 신입생 설명회

가을 학기 7월15일 8월 23, 24일 9월1일

겨울 학기 10월14일 11월 21, 22일 11월30일

봄 학기 1월13일 2월 20, 21일 3월6일

여름학기 4월14일 5월 18, 19일 6월1일

여름방학반(2달) 4월14일 5월 18, 19일 6월1일

기타 비용

환불 안내

학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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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를 가지고 사범대학교 

BoAi(博愛) 빌딩 7층 709호 사

무실에 방문 접수합니다. (MTC

까지 오는 방법은 P.1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MTC입학신청서와 중국어 학습경험 조사표MTC입학신청서와 중국어 학습경험 조사표

service.mtc.ntnu.edu.tw/mtcreg/ 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한 장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한 장

졸업증명서 사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권 첫 페이지 (개인정보가 나오는 페이지)의 사본여권 첫 페이지 (개인정보가 나오는 페이지)의 사본

통장잔고증명서통장잔고증명서

정규 프로그램 신청시에만 해당됩니다. 

대만 교육부와 출입국 관리소 규정에 따라, 당신의 입학 허가서와 중국어 유학 비자 신청에 

대한 재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무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1)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최근 3개월 이내의 통장잔고증명서, 최소 US$2,500에 해당하는  

   예금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2)계좌 소유자의 이름과 은행 계좌 통장의 마감 잔액이 표시된 내부 페이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3)가족 구성원 명의의 계좌로 제출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신청인의 대만  

   체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에 서명한 후 신청 시스템에 추가 문서로 업로드하십시오. 

    증명서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tc.ntnu.edu.tw/upload_files/sample_scholarship_supporting_letter.pdf)

1

2

3
4

신청서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MOFA/HES 장학금 신청자는 재무 증명 대신 보증서에 서명하여 업로드 해주

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재무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

서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tc.ntnu.edu.tw/upload_files/sample_family_member_supporting_letter.pdf)

1 온라인 신청

정규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 T C 홈 페 이

지 ( h t t p : / /

service.mtc.

ntnu.edu.tw/

mtcreg/ )에

서 온라인 서식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구비 서류를 신청마감일 전까

지 도착하도록 아래 주소로 우

편으로 보냅니다. [주소] MTC, 

NTNU, No. 162, Heping East 

Road Sec.1, Taipei, Taiwan 

106

2 우편 3 현장 방문 신청

입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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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C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입학허가서 전자파일을 보내 드립니다. 

- 입학허가서는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신청 및 발급

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입학허가서 원본 문

서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비자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p.14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입학허가서에는 프로그램 기간, 등록 및 분반 시험 일자, 학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납부 :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MTC 사무실에서는 수업료

를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A. 인터넷 신용결제: payment.mtc.ntnu.edu.tw 위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학

비 납부 완료 화면을 인쇄하여 학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은행 또는 편의점: payment.mtc.ntnu.edu.tw 위 사이트에서 명세서를 인쇄한 후,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학비를 납부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여 주십시오. 

C. 현장 신용카드 결제: MTC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Visa, 

MasterCard, JCB) 

레벨테스트와 수업선택: 수업료 납부 확인 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분반결정에 반영합니다. 

이후 교실 수, 수업 시간과 각 반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분반이 결정됩니다. 

학생증 발급 :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학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1

2

3

- 등록일에 직접 참가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p.21-22 참조) 그러나 대만의 코로나 상황에 따

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메일로 보내 드리니 잘 확인하여 주십시

오. 

- 입학허가서, 여권, 학비 납부 영수증(스크린샷 가능)을 지참하여 등록 과정을 완료해 주십시오.  

등록 절차:

기타 활동

MTC는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연습하고 대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대회, 단오절 드래곤 보트 경기, 문화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입학허가서

등록과 학비 납부

신입생 설명회 & 수업 시간표

MTC는 수업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신입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MTC의 교육과정, 캠퍼스 관련 규정 그리고 비자 연장 신청 절차와 규정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수업 시간표는 My MT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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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3주 속성반
MTC는 중국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3주간의 속성 중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속성 중국어 프로그램은 중국어 사용 환경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중국어 사용에 대

한 자신감과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주 집중 과정. 매일 3시간의 언어 수업을 

통해 실용적인 일상 대화를 배울 수 있습

니다.

학생들은 중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서 소

규모 반으로 배정 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국

적 학생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1

2

3

특색：

다도, 쿵푸, 서예, 매듭공예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국립 고궁 박물관, 지우펀, 예류, 핑시 천등날

리기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만 친구와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5

6

본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몰입형 환경에서의 학습과 맞춤형 

수업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

상시키고 강화 할 수 있습니다. 

1 3 다양한 여행 일정이나 비지니스 일정도 프로그

램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항 픽업/드랍 서비스 및 단체 

숙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특색：

개강 시기 수업기간 지원 자격 학비

1월, 2월, 3월, 6월, 8월, 9월 3주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개인 또는 단체 접수 가능)

US$1,000

맞춤형 프로그램
MTC는 중국어 집중 수업 및 기타 중국어 관련 수업을 원하는 기관 또는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MTC는 매년 대학, 외교 기관, 다른 교육기관 그리고 사업 기관들을 위한 양

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맞춤형 프로그램은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

습자의 중국어에 대한 유창함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정

보를 원하시면 MTC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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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각각 적절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나이와 

언어 수준에 따라 소규모 반으로 배치됩니

다. 

1 2 우수한 프로그램 설계와 숙련된 선생님들

로 구성되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재미있는 활동과 상호 작용을 통해 배우는 

집중 중국어 수업입니다.

3

특색：

수업 종류 기간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학비(1인당)

중국어 여름 캠프

(나이 : 6-9세, 10-14세,  

15-17세)

시즌1 : 6월 ~ 7월

시즌2 : 7월 ~ 8월

(수업 기간 : 3주)

1월 ~ 3월 NT$45,000

http://service.mtc.
ntnu.edu.tw/culture/
ntnusummercamp/
indexen.html

청소년 중국어 여름 캠프

언어 수업

재미있는 교실 활동과 

멀티미디어가 통합된 

집중 수업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문화 탐구

전통 문화 수업과 문화 

관련 주제로 수업을 진

행하여 학습자의 창의력

을 자극하고 문화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줍니다.

기타 활동

MTC는 어린이들의 심신

을 단련하고 동시에 대

만의 문화, 예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육

수업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2022-2023  BULLETIN

8

正統中文 歷久彌新

MTC 온라인 강의

MTC Online 강의로 학습자는 집에서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정통 중

국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기기, 안정적인 인터

넷, 웹캠, 이어폰과 마이크가 준비되면 바로 실시간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경험이 풍부한 MTC 교사가 담당하여 진행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연중 등록 가능하며, 수업 시간은 학생의 일

정을 교사와 상의하여 정합니다.

학습자 요구에 맞는 실시간 중국어 학습을 제공합니다. 

과정 나이 수업 시간 교재 학비/1인 학생수

보통반
15+

90시간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NT$40,500 (약 US 1,420/1인)
3~8명

밀집반 180시간 NT$72,900 (약 US 2,555/1인)

2인반의 구성원은 수강자가 직접 모집하여야 합니다.Note

수업 시간
수업료

개인반 2인반

10시간 NT$ 10,000 (약US$355) NT$ 8,000 (약 US 280/1인)

20시간 NT$ 18,000 (약US$635) NT$ 15,600 (약 US 550/1인)

30시간 NT$ 35,000 (약US$1,245) NT$ 28,400 (약 US 100/1인)

40시간 NT$ 53,000 (약US$1,860) NT$ 40,800 (약 US 1,435/1인)

온라인 개인반

등록 및 수업

온라인 그룹반

온라인 그룹반 온라인 개인반

MTC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합니다.

수업 선호도 설문 조사를 작성 합니다.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반으

로 배정됩니다.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수업시작 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1
2
3

5
6

4

7

MTC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합니다. 

수업 선호도 설문 조사를 작성 합니다.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개인의 학습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선생님을 찾으세요.

수업시작 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1
2
3

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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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정

MTC는 다양한 선택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언어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거나 중화

권 문화를 더욱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 수업은 모두 오후 시간에 배정되

어 있고, 각 학기 선택수업의 시간표는 각 학기초 선택수업 등록기간에 게시합니다. 수업 개설 여

부는 매 수업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화 과정 

‧ 서예 (書法)
‧ 중국 요리(中華料理)
‧ 중국화 (國畫)
‧ 중국식 바이올린 (二胡)
‧ 중국식 하프 (古箏)
‧ 태극권 (太極拳)
‧ 다도 (茶道)

‧중국어 뉴스 (新聞中文)

‧실용 생활회화반 (實用生活會話班)

‧비지니스 회화반 (商業會話班)

‧중국어 구두 표현 워크숍 (口語表達工作坊)

‧실용 대만어 회화 (實用台灣語會話)

‧중국어 음훈반 (正音班)

중국어 과정

선택수업- 언어수업 및 문화수업

MTC와 사대 본교 학생의 협동 학습의 다원화를 꾀하고, 문화를 초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대는 본  MTC 학생에게 학점이 인정되는 수강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TC학생은 

사대 교과 과정 선택 규정에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커리큘럼 완료 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학점

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TC학생 전용

사대 본교 과정 선택 수업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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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등급과 학습목표
MTC 수업 과정은 총 1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구분은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언어 능력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의 언어능력 대조표를 접목

시켰습니다. 모든 신입생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난 후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반에 배정받게 됩니

다. 각 단계를 이수하기 위한 수강기간은 보통반 진도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반과 맞

춤형 개인반은 보통반보다 진도가 빠르므로 좀 더 빠른 이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ACTFL CEFR

학기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5

학기 6

학기 7

학기 8

학기 9

학기 10

학기 11

학기 12

학기 13

학기 14

학기 15

학기 16

Novice
초급

Intermediate
-Low
(중급-초)

Intermediate
-Mid
(중급-중)

Intermediate
-High
(중급-고)

Advanced
-Mid
(고급-중)

Advanced
-High
(고급-고)

Superior
(우수함)

Distinguished
(매우 우수함)

A1

A2

B1

B2

C1

C2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 및 타인을 소개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예) 사는 곳, 

아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등. 

다른 사람과 천천히 대화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예) 

간단한 개인 및 가족 정보, 구매, 현지 지리환경, 직업 등. 

간단하고 익숙한 일상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간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간단한 어휘로 개인 배경사와 주변 환경,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서

술할 수 있다.

직장, 학교, 여가활동 중 자주 접하는 익숙한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행할 때, 대부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친숙하거나 흥미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구사할 수 있다.

복잡하고 구체적 혹은 추상적인 이슈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한 주제를 토론할 수 있다. 

모국어가 중국어인 사람과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많은 주제에 대하여 뚜렷하고 상세한 문장을 창작하고, 동시에 다른 주

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그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폭넓은 영역,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유창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중국어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교, 학술 및 전문 분야의 목적을 표현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구조에 맞게 배치하며 정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창

작할 수 있다. 장르, 접속사를 응용하여 다소 긴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읽거나, 들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구두 및 서면으로 된 서로 다른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또한 일관되게 

설명하고 서술할 수 있다.

복잡한 상황일지라도 매우 유창하고 정확한 어휘력으로 원하는 바를 

막힘없이 표현하고 내포된 의미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1

2

3

1

2
3

1

2
3

4

1

2
3

1
2

3

500

1,000

2,500

5,000

8,000

8,000+

MTC수업 기간 학습 목표 어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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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량

11

자주 사용하는 교재 및 어휘
「초급」부터「중급—중」과정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는 일반 언어 능력의 기초에 기반을 두 었습

니다. 「중급—중」과정을 마친 학생은 대만에서 자연 또는 사회과학 영역 학위 과정을 수행 하기

에 충분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중급—고」혹은 그 이상의 주제식수업이 진행되는 고

급반은 고대문학, 철학, 문학, 비즈니스 중국어 및 중국어 신문 등이 포함됩니다. 각 등급별 요구

되는 어휘량은 수강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는 교재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1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2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3
Practical Chinese Reading & Writing I  

A CourChinese Vol. 4/Practical Chinese Reading & Writing II / Taiwan Today / Chinese Moral Tales / Business 
Chinese III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5 / Listening & Speaking Practice / Learning Chinese with Newspaper l / 
Business Chinese l / Mini Radio Plays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6 / Selected Essays Reading / Introduction of Classical Poetry Appreciation 
/ Advanced Chinese Reading and Writing / Stories from Chinese History Vol.1 / Topics on Cross-Strait Differences 
/ Business Chinese II / Learning Chinese with Newspaper II

Stories from Chinese History Vol.2 / Selected Financial News / Thought and Society / A First Course in Literary 
Chinese / The Art of War by Sunzi and The Thirty-Six Strategies / The Four Books: A New Annotated Reader 

Selected Taiwan Short Stories / Selected Contemporary Taiwan Prose / Advanced Literary Chinese /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Selected Tang Poems / 
Selected Song Ci 

중국어 교육센터 선택한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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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www.studyintaiwan.org

장학금

해외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자신이 속한 나라의 대만 대사관 혹은 대표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이트(http://taiwanembassy.org/)에서 대만대사관 혹은 대표부와의 연계정보를 확인하

길 바랍니다. 

(1)

(2) 

충분한 자금 준비: 첫 월 장학금은 다음달 중순에 지급됩니다. (예: 가을학기 

학생은 약 10월 15일경 장학금 지급). 따라서, 장학생은 대만에 오기 전, 학

비와 한 달 분의 생활비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예상 학습 비용 :

타이페이의 생활비는 월세를 포함하여 한달에 약 NT$20,000 ~ 

NT$30,000 정도 입니다. 또한 첫 임대료 지불 시 두 달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한 한기(3개월)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를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장학금명칭 수여기관 신청자격

대만장학금 외교부 대만 장학금이나 언어(語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만 대사관 혹은 대표부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taiwanembassy.org/어언(語言)장학금 교육부

대만 혹은 해외 장학금

장학금 유형 후원기관 신청 자격

중국어 학습 

장학금
타이페이 정부

‧타이페이 자매도시에서 온 학생

‧타이페이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english.doe.gov.taipei/

MTC 장학금
국립대만사범

대학교 MTC

MTC 장학금 설명 및 지원 양식 :  

http://www.mtc.ntnu.edu.tw/upload_files/student/MTCScholarship_en.pdf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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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臺灣師範大學 國語教學中心
臺北市和平東路一段129號

주소 :주소 :

 By Taxis 

 By MRT

桃園 (Taoyuan) 공항에서 타이페이(臺北市)로 오는 방법:

공항버스: 臺北車站(Taipei main station)으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탑니다. 비용은 NTD130~150.

공항철도: 비용은 NTD160. 

臺北車站 (Taipei main station) 에서 MTC로 오는 길:

지하철 타고 올 때：” G쑹산-신뎬”선 또는 “O    
중허-신루”선을 타고 古亭(Guting)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和平東路 (Heping East Road)를 따라 약 10
분 정도 걸으면 MTC 정문이 나옵니다. 언
어 중심 사무실은 和平東路 1段129號 (NO. 
129, Heping E. Road. Sec. 1) 博愛樓 (Bo-Ai 
Building) 6층에 있습니다.

택시 타고 올 때 : 타이베이의 택시요금은 저렴
한 편입니다. 타이베이 기차역에서 사범대 어
학당까지 택시를 타면 요금이 NT$ 200을 넘지 
않을 겁니다.  택시 기사에게 우리 어학당의 주
소를 보여주면 쉽게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대만 입국 전 숙지해야 할 정보
보험

숙소 이름 주소 연락처

On-campus
NTNU SICE 
國立臺灣師範大學進修推

廣學院

No.129, Sec. 1, Heping E. Rd., 
Taipei 
台北市和平東路一段129號

Tel: 886-2-7734-5800
Fax: 886-2-2393-5711
http://place.sce.nt.u.edu.tw/
online_checkin/

Off-capus

Y Hotel Taipei 
YMCA台北青年國際旅館

No. 19, Xu-chang St., Taipei 
台北市許昌街19號

Tel: 886-2-2311-3201
Fax: 886-2-2311-3209
http://www.ymcahotel.tw/

International House of 
Taipei 
台北國際學舍

102, Xinpo 1st Street, Xindian 
Dist, New Taipei City 
新北市新店區新坡一街102號

Tel: 886-2-2910-3117
Fax:886-2-2910-3346
http://ih.mmweb.tw/

임시숙소

MTC(사범대 어학당) 오는 방법

MTC의 단체 보험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비용을 보상합니다. 거류증(ARC)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대만에 체류한 학생(이 기간 동안 1회 이상 출국하지 않음)은 거주 지역의 구청에서 국민건

강보험(NH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달 약 NT$826의 보험료로 의료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의 생활비는 월세를 포함하여 한달에 약 NT$20,000 ~ NT$30,000 정도 입니다.(수업료 

제외) 또한 첫 임대료 지불 시 두 달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한 한

기(3개월)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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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MTC의 정규 프로그램에 1학기 이상 등록하려면 어학연수 방문비자(비자코드: FR)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자 비자는 해외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FR코드의 방문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FR코드의 방문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MTC 입학허가서와 신청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사관 혹은 대표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는 신청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

taiwanembassy.org

어학연수 방문비자(FR)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어학연수 방문비자(FR)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FR비자를 받으면 대만에서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대만을 떠나서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FR비자 말고 다른 비자로 대만에 입국했습니다. MTC에 등록한 후 가지고 있는 방문 비자 저는 FR비자 말고 다른 비자로 대만에 입국했습니다. MTC에 등록한 후 가지고 있는 방문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종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만의 비자 종류나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FR비자를 신청하려면 대만을 떠

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90일 비자면제 국가에 해당됩니다.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MTC에 공부하러 올 수 있우리나라는 90일 비자면제 국가에 해당됩니다.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MTC에 공부하러 올 수 있

나요?나요?

대만 외교부의 국경 통제 조치에 따라 무비자 입국 대상자나 방문/주민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가 있어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공항의 세관(NIA) 직원에게 제시해 승

인 받아야합니다. 중화민국(대만)의 재외 대사관에서 발급한 특별 입국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유

효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후 세관원의 확인을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비자 면제 입국은 연장할 수 없으므로, 대만으로 출발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받

는 것이 좋습니다.

1

2

3

4

자주 묻는 질문

비자

5

MTC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MTC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

MTC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스텔에 머물면서 장기 

숙소를 찾습니다. 

MTC는 학생들이 숙소를 찾는데 도움을 주나요?MTC는 학생들이 숙소를 찾는데 도움을 주나요?

MTC에서 추천하는 임시 숙박 목록은 p.15를 참조하거나 MTC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

2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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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4

타이페이의 평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타이페이의 평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임대하고자 하는 방의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타이페이의 월 임대료는 약

NT5,000 ~ NT20,000 정도이며, 또한 계약 시 임대료에 해당하는 두 달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숙소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숙소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tealit.com

B. Tsui Mama Foundation (https://www.tmm.org.tw/)

C. 591.com를 통해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3학기 이상 공부하고 싶습니다. 출국하지 않고도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저는 3학기 이상 공부하고 싶습니다. 출국하지 않고도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

4개월 연속으로 공부한 후, 성적과 출석이 양호한 학생은 중국어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거류비

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류비자를 취득한 후 외국인 거류증(ARC)을 취득하여 장기간 대만

에 거류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거류비자를 신청한 학생에게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러나 MTC는 어떤 학생에게도 보증인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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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台灣師範大學國語教學中心

中文姓名 CHINESE NAME    

英文姓名  ENGLISH NAME   

Last  

First 

Middle  

國籍 NATIONALITY  

出生日期 DATE OF BIRTH                  Month                    Day                   Year 

性別 SEX     □ 男性Male     □ 女性Female    

現任職務 PRESENT OCCUPATION    

通訊地址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City         

State (or Province) 

Country, Postal (Zip) Code          

E-mail                   

Phone                                                                                  Fax 

是否曾在本中心就讀，若是舊生，請填以前的學生證號碼

Have you ever studied at this Center before? ( □是Yes  □否No)       

If yes, what was your student number? □□□□□□□□-□     

最高學歷 Highest Level of Education                

學校名稱 Name of School       

科系 Major

1

2

3

4

5

6

7

8

9

入學申請表MTC APPLICATION FORM
* Please TYPE or PRINT in clear Chinese or English. Documents that are not clear will not be considered. 
* 請正反兩面皆以中文或英文整齊書寫(打字更好)否則不予受理。

相片

Attach

Recent Photo

Here

入學許可信將會寄至下述地址，請務必以英文或中文詳細正確填寫。 

The admissions letter will be mailed to this address, please print clearly in English or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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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勾選你在國語中心就讀的經費來源？Please indicate the source of funds for your study?

□ 自費 Self-financed   

□ 父母資助 Supported by parents   

□ 貸款 Bank loan 

□ 其他 Others

是否有任何肢體或其他障礙，需要本中心提供協助？

Do you have any physical disability or other limitation which requires MTC’s assistance?

□ 是 Yes，請說明Please specify                                                                                                                □ 否 No

學習動機問卷 Study Motivation Survey

(1) 你有沒有留（遊）學國外的經驗？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short- or long-term studies)?

      □ 是Yes，請簡述你的留學經驗Please describe this experience briefly

        

      □ 否 No

   (2) 請簡述你選擇來臺灣學習的原因。Please describe the reason(s) you choose to study in Taiwan?

 

申請所需表件如下；請務必備齊文件，本中心方受理申請 APPLICATION MATERIALS must include-    

□ 入學申請表 MTC application form

□ 學生語言背景資料調查表 Survey of student’s language background

□ 文憑影本 High school or university diploma (photocopy)

□ 財力證明 Financial statement showing at least US$2500 from within the past 3 months

□ 護照影本 Passport information page (photocopy)

申請方式請看第4頁，申請件一旦繳交，恕不退件。 

Please refer to p.4 for further details. Once submitted, none of these materials can be returned. 

Diploma and Financial Statement must be presented in English or Chinese.

　申請人簽名Applicant's Signature                                                                         日期 Date

　       請寄至：中華民國臺灣臺北市大安區和平東路一段162號 

                 國立臺灣師範大學國語教學中心 收

　       Mail to — MTC, NTNU, No.162, Heping East Road, Sec.1, Taipei, Taiwan 106

希望開始上課之學期，請

勾選1個。

Please mark the term you 

would like to begin your 

studies (mark one term 

only)

10

11

13

14

12

Term Application Deadline

□ Fall Term (Sep.1 -Nov. 30)

□ Winter Term (Dec. 1-Feb. 28)

□ Spring Term (Mar. 1-May 31)

□ Summer Term (Jun. 1-Aug. 31)

□ Summer Session (Jul. 1-Aug. 31)

□ 獎學金 Scholarship

      □ 臺灣政府獎學金Scholarship offered by Taiwan government

     □ 其他 Others 

Jul. 15

Oct. 14

Jan. 13

Apr. 14

May 15



你學過中文嗎？　     □ 學過 Yes　　□ 沒學過  No  

Have you ever studied Chinese?　

你學過哪些教材？（請詳細填寫）

What Chinese study materials have you used ? (Please answer in detail.)

2

3

（請按意願順序填寫1.2.3  Please list order of preferences starting from 1 
     to 3.)

(6-10 students in one class)

□ 8:10 -10:00

□ *10:20 -12:10

□ 12:20 -14:10

普通A 
Regular Class A

□ *10:20 -13:10

□ 14:20 -17:10

(6-9 students in one class)

□ 14:20 -16:10

□ 16:20 -18:10

□ 18:30 -20:20

密集A 
Intensive Class A

普通B／密集B 
Class B

(for current students 
only)

Regular Class B
□ 8:10 -10:00

Intensive Class B
□ 14:20 -17:10

如果以上選擇的時段或班別不適合我的語言程度或無法成班，我願意由中心

安排在其他時段或其他班別上課 

MTC may arrange my class times and class types for me if the preferred class 
selection I made is not available.
**本中心會盡量依你選擇的時段或班別排課，但上課時間及班別仍須依實際

排課情形決定。若申請人未簽名，本中心可不受理申請。

MTC will consider your preferences that you have selected. However, actual class 
times and class types are determined by each term’s class availability. 
For those who choose Class B, please note that if the number of students do not 
meet the minimum of 13 students, we will be unable to open the course and 
you will be moved to the same time period for Class A. (note: the tuition fee for 
class A is higher than class B)
(If you do not sign the form, your application may be rejected by MTC.）

簽名 Sign here:

(13-20 students in one class)

Class B is limited to 
beginner levers.
*limited space

(Not available for 
book 1)

Regular course students 
must complete five 
hours of multi-task 
language training 
courses every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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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語言背景資料調查表

SURVEY OF STUDENT’S LANGUAGE BACKGROUND
姓名 Name：

(中文 Chinese）

                                       

(英文 English）

母語 Native Language：  

                                                    

國籍 Nationality： 

學歷 Education：

□ 高中 Senior High School  

□ 大學 University   

□ 研究所 Post-graduate   

主修Major:

你希望的上課時間：

Your preferred class time 

以下不必填寫 Office use only

1

學生程度測驗使用等級： 

□Test 1 (L:                  R:                 )

□Test 2 (L:                  R:                 )

□Test 3 (L:                  R:                 )
　　

學生程度測驗成績：　

筆試 

□試 

老師簡評：

 

老師建議教材：

1 編號

 名稱  

                      (第                            課) 

2 編號

 名稱 

                      (第             課)   

老師簽名：

日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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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什麼時候學的中文？When did you study Chinese? 自Form              年year 至to      年year    

你學過多久的中文？ 在哪裡學的？（請詳細填寫）

How long have you studied Chinese?  Where did you learn it? (Please answer in detail.)   

□ 自己國家 In my own country: 

       每週      小時hours/per week，學了for      年year(s)     個月month(s)。

□ 台灣 In ROC (Taiwan): 

       每週             小時hours/per week，學了for           年year(s)          個月month(s)，

   在at                                                               (語言中心名稱 name of the school)   

□ 中國大陸 In PRC:   

   每週             小時hours/per week，學了for            年year(s)         個月month(s)，

   在at                                                               (語言中心名稱 name of the school)   

□ 自學 self-study:  

   每週              小時hours/per week，學了for            年year(s)         個月month(s)。 

※一共學了In total:              年year(s)             個月month(s)    ( =             小時hours)

你會不會說中國話？Can you speak Chinese?  

□會 Yes （□流利 Fluently    □尚可 Fair    □一點 A little ）   □不會 No  

你會不會看中國字？Can you read Chinese?  

□會 Yes（大約□100個字以下 below 100 characters  □500個字 500 charaters 

□1000個字以上above 1000 characters）  □不會 No

如果會看，你會看If yes, you can read：（可複選Check both if applicable）　  

□正體字 standard characters　  □簡體字 simplified characters

你會不會寫中國字？Can you write Chinese?    

□會 Yes（會寫I can write approximately             個漢字characters）   □不會 No  

如果會寫，你會寫If yes, you can write：（可複選Check both if applicable） 

□正體字 standard characters                 □簡體字simplified characters 

你與家人或朋友使用中文交談嗎？ Do you talk to your family or friends in Chinese? 

□經常 Often　  □有時候 Sometimes        □很少 Rarely        □從不 Never

在中文環境住過嗎？ Have you lived in a Chinese language environment? □住過Yes       沒住過No  

如果住過，一共住過 If yes, how long have you lived there?       

       年year(s)     　　　個月month(s) in □台灣 Taiwan　□中國 China　□香港 Hong Kong  

你參加過中文能力測驗嗎？Have you ever taken a Chinese Proficiency Test? 

□參加過 Yes   □沒參加過 No   

如果參加過，請回答下面問題。If ye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OCFL                               證書Certificate                               級證書；哪一年？When?         

□CPT(in USA)                     分數Score                                        分；哪一年？When?       

□SATII-Chinese                  分數Score                                        分；哪一年？When?       

□TECC                                 分數Score                                        分；哪一年？When? 

□中國語檢定試驗     證書Certificate                               級證書；哪一年？When?  

□HSK                                   證書Certificate                               級證書；哪一年？When?   

4

5

6

7

8

9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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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학사 일정

2022년 9월~ 11월가을학기반

7월 15일
8월 4~17일
8월 8,9일
8월 23,24일
9월 1일
9월 2일
9월 5~12일
9월 9일
9월 29일
10월 10일
10월 31일~11월 15일
10월 27일
11월 9,10일
11월 23일
11월 24~30일
        

 

10월 14일
11월 21,22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8일
12월 27일
1월 2일
1월 7일
1월 18일~2월 10일
1월 20~29일
1월 31일
2월 18일
2월 9,10일
2월 24일
2월 25일~3월 6일

 

1월 13일
2월 20,21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14일

겨울학기반

** 입학허가서는 일반 항공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원본 서류가 필요한 

지원자의 경우, 우편 발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예정된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

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90일 비자 면제 입국 국가의 국민 또는 신청자는 대만에서 합법적 체류 증명서를 소

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업 일정은 신입생 설명회 당일 http://service.mtc.ntnu.edu.tw/soc/에 공개됩니다.

Note

가을학기반 신청 마감일
재학생 학비납부
재학생 수업선택
신입생 등록 및 분반시험
신입생 설명회/수업시간표 수령
개강일
수업변경 가능기간
국가지정휴일-중추절(中秋節)
19번째 수업일(학기의 1/3)
국가지정휴일-국경일(國慶日)
재학생 학비납부
38번째 수업일(학기의 2/3)
재학생 수업선택
종강일
방학

 

겨울학기반 신청 마감일
신입생 등록 및 분반시험
신입생 설명회/수업시간표 수령
개강일
수업변경 가능기간
19번째 수업일(학기의 1/3)
국가지정휴일-설날(元旦)
보충수업일
재학생 학비납부
음력 설날(미확정)
38번째 수업일(학기의 2/3)
보충수업일
재학생 수업선택
종강일
방학 & 국가지정휴일—228화평기념일(228和平紀念日)

봄학기반 신청 마감일
신입생 등록 및 분반시험
신입생 설명회/수업시간표 수령
개강일
수업변경 가능기간

2023년 3월~5월봄학기반

2022년 12월~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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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4월 1~5일
5월 1~12일
5월 2일
5월 11,12일
5월 29일
5월 30일~6월 1일

 
4월 14일
5월 18,19일
6월 1일
6월 2일
6월 5~9일
6월 22~25일
6월 30일
7월 27일
7월 31일~8월 16일
8월 9,10일
8월 23일
8월 24~31일    

5월 15일
6월 19,20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4~10일
7월 19일
8월 7일
8월 23일
8월 24~31일

2022-2023 학사 일정

19번째 수업일(학기의 1/3)
봄방학
재학생 학비납부
38번째 수업일(학기의 2/3)
재학생 수업선택
종강일
방학 

 

여름학기반 신청 마감일
신입생 등록 및 분반시험
신입생 설명회/수업시간표 수령
개강일
수업변경 가능기간
국가지정휴일 – 단오절(端午節)
19번째 수업일(학기의 1/3)
38번째 수업일(학기의 2/3)
재학생 학비납부
재학생 수업선택
종강일
방학

 

여름방학반 신청 마감일
신입생 등록 및 분반시험
신입생 설명회/수업시간표 수령
개강일
수업변경 가능기간
13번째 수업일(학기의 1/3)
26번째 수업일(학기의 2/3)
종강일
방학

여름방학반   2023년 7월~8월

여름학기반  2023년 6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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