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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대만의 최적의 환경 속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맑고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풍경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자리잡은 이란시가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시외버스로 타이페이까지 약 40 분, 기차로 화련 타이루거까지 

약 1시간) 

저희 고장 이란에는 다채로운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전통극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 등의 세계 유명대학 간의 조정경기, 그리고 암벽등반과 

수영, 수상보트, 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의 수상 스포츠가 

있으며, 이란의 온천과 골프장 또한 유명하여 국내외 수많은 

인사들이 주말을 지내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페이보다 저렴한 물가로 당신의 생활과 학습과정에 있어서 

즐거움이 배가 될 것 입니다. 

http://www.fgu.edu.tw/~chinlang/2019-2020.pdf


 

 

불광대학은 글로벌적인 관점과 불교정신이 융합된 대학입니다. (본 

학생이 불교관련 내용과 채식 등의 종교적 규정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본 대학은 이란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모습의 건물과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광대학 어학센터(CLIC)는 이와 같이 최고의 교정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강사진들과 

다양한 교과설계로 학생들의 중국어 교육과 중국 

전통사상, 세시풍속 등 각 방면에 필요한 훈련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학기」는 더욱 짜임새 있게 계획된 교과 과정과 야외활동으로 학생들이 

더욱 깊고 넓게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알찬 학습과정과 즐거운 

야외활동으로 즐거운 여름방학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름학기」는 매주 4 일, 매일 4 시간의 중국어 교육(1 시간의 

개인수업과 3 시간의 4~6 명의 그룹수업 포함)과 매주 3 시간의 서예, 태극권 

등의 중국문화, 예술학습과정, 3 일간의 휴일에는 대만 각지로의 여행, 또는 

이란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와 문화활동 등으로 알차고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학기」의 학비는 미화 2,500 달러(보험료, 입학 배치고사 비용, 2 회 

여행경비 포함)이며, 마감일 하루 전까지 미화 50 달러의 신청비용과 

신청서류를 CLIC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學年度班 Academic Year Program 〈12 weeks each term〉 

학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로나눠지며, 각학기는 12주, 매주 5일간,  

매일 3 시간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규 수업인 중국어 교육 이외에도 학생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주제의 연설 또는 

토론수업과, 서예와 중국 다도, 요리, 전각, 태극권 등등 중국 공예 체험학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CLIC에서는 각 시기의 민속 전통 행사 또는 기념일에 

맞추어 문화, 과학, 야외활동 등의 레크레이션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의 학비는 대만달러(NT) 36,000 원(보험료 NT 1,500 원, 입학 배치고사 

비용 NT 500 원, 교재비 NT 3,000 원 미포함)이며, 마감일 하루 전까지 

미화 50 달러의 신청비용과 신청서류(여권 기본정보, 여권용 

사진 4장, 성적표, 학력증명서, 추천서 3매, 학업계획서, 재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풍진, 폐결핵 X-ray, AIDS 필수)를 CLIC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학기」는 비교적 유연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개설하는 

과정으로, 매주 2시간에서 20시간의 수업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반의 

인원은 4~6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학기」의 학비는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하며, 개인반의 시간당 요금은 NT 550 원, 수업 인원이 2~3 명일 

경우, NT 300 원, 4~6 명일 경우, NT 200 원입니다.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미화 50달러의 신청비용(입학 배치고사 비용 포함)과 신청서류를 CLIC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우선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와 

학생과의 면담을 토대로 반과 교재를 결정합니다. 

  

 

CLIC 에는 30 종이 넘는 중국어 표준 교재와 시청각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4 가지의 학습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교재의 내용에는 중국어의 백화문(白話文)와 

문언문(文言文), 간체와 번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CLIC 는 각 학생들의 

학습목적 등의 요구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교재를 제공하며, 위의 제시한 표준 

교재뿐만 아니라, 특별 교재 또한 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CLIC 에는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강사는 대학 졸업 이상의 수준과 중국어 교육과정도 완벽하게 

이수하였으며, 그 중에는 이미 해외에서 중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CLIC의 강사진의 교육으로 학생들은 풍부하고 완벽한 중국어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어학센터는 불광대학 이란지부의 신축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술관과 

기타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CLIC 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포함하여, 풍부한 서적을 소장한 도서관과 시청각실, 컴퓨터실(인터넷 사용 

가능)이 있으며, 기타 생활 관련으로는 운동 시설, 개인 사물함, 커피 머신, 

TV,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CLIC 는 센터에 등록한 학생 및 수료생에게 학업 증명서(영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학 학점의 형식으로 제공하진 않습니다. 각 학생들의 



모교에서는 CLIC에서의 학습 성과를 보관 및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각 모교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 

一、      교육부 화어문장학금 (教育部華語文獎學金) 

二、외교부 대만장학금 (外交部臺灣獎學金) 

三、교육부 대만장학금 (教育部臺灣獎學金) 

장학금 관련 사이트 

http://www.studyintaiwan.org/ 

https://taiwanscholarship.moe.gov.tw/web/index.html 

http://tafs.mofa.gov.tw/SchDetailed.aspx?loc=tw&ItemId=8 

본 어학센터에서는 대만 교육부에서 심사하고 발급하는 대만정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유학원에 수속비납부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LIC 는 가장 이상적인 중국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은 

센터 내에서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나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학생들은 학기 첫 한달 동안 영어 또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위반할 

경우에는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http://www.studyintaiwan.org/
https://taiwanscholarship.moe.gov.tw/web/index.html
http://tafs.mofa.gov.tw/SchDetailed.aspx?loc=tw&ItemId=8


 

「여름학기」와「정규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는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은 우체국 소인 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봄학기 – 2월 15일 

여름학기 – 5월 15일 

가을학기 – 8월 15일 

겨울학기 – 11월 15일 

특별반 

해외 신청자 – 학기 시작 2 개월 전까지 

국내 신청자 – 학기 시작 1 주 전까지 

 

정규학기 학생(매주 최소 15시간 수업 신청자)은 CLIC의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자 연장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학기 학생(매주 최소 2시간 수업 신청자)도 CLIC의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나, 비자 연장과 장학금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불광대학 란원(蘭苑)기숙사에는 2 인실, 4 인실이 있으며, 기숙사 비용은 NT 

2,400원~2,800원입니다. 

만약 교외의 방을 임대할 경우의 월세는 평균적으로 매달 미화 100~200 달러 

정도이며, 보통 최소 6 개월은 계약해야 합니다. 학생의 기본 생활비용은 

미화 400달러입니다. (집세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