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반/합반 과정소개
□언어중심소개：
1. 중국문화대학언어중심(약칭 MLC)，대만최대의 대학보급교육부 내
중국어학습과정이며, 우수한 교사의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국어(일중, 한중, 영중)나 중국어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 본 센터는 학생들의, 각각 다른 학습목적과 개별요구를 충족하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연습기회를 늘리기 위해 1~4 인의 개인반 과정을 개설합니다. 학생의
수준과 요구, 적합한 과정과 교재, 학생의 개별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학습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기준：
수업장소

1인

2인

3인

4인

본교-忠孝/延平본부

NT.600/h

본교-建國본부

NT.700/h

본교-2 개국어선생님

NT.800/h

파견-타이베이시

NT.1000/h

파견-기업훈련

15 명이하 기업 훈련과정, 전화문의 바랍니다.

파견-교통비

파견교사의 교통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1 회 NT.250，왕복 NT.500

NT.650/h（325/인） NT.900/h（300/인） NT.1000/h（250/인）
NT.750/h（375/인） NT.1050/h（350/인） NT.1200/h（300/인）
NT.1100/h（550/인） NT.1350/h（450/인） NT.1600/h（400/인）
NT.1200/h（600/인） NT.1350/h（450/인） NT.1600/h（400/인）

□신청절차：
1. 개인반 신청표를 작성하시고, 언어중심에서 교사를 배정해드립니다.
2. 개인반은 한번에 20 시간 이상 신청하셔야 하며, 매주 최소 2 시간 수업 하셔야
합니다.
3. 교사 배정 후, 학생에게 통지해드리면 언어중심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비 NTD 300
을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비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교본, CD
등)
4. 학생의 수업 권익보장을 위해, 본 센터에서 행하는 보증금 납부제도를 따라주셔야
하며,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과 교실 배치 후, 학비를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기중「휴가」나「수업조정」은 규정 회수를 초과지 않아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정시간

휴가/수업조정 횟수

보증금

20 시간

3회

NT.600/인

21-30 시간

4회

NT.800/인

31-40 시간

5회

NT.1200/인

41-50 시간

6회

NT.1500/인

51-60 시간

7회

NT.2000/인

□수업시간：
1.
2.
3.

매수업시간 50 분, 매주 최소 2 시간 수업.
개인반 수업시간 선택가능 : 월-금, 8:10am-5:00pm, 야간수업은 따로 연락바랍니다.
수업시작 후, 수업시간변경 및 환불 불가능.합니다.
본 과정 중 정부(기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수업을 중지할 경우 환불 불가능합니다.

□휴가방법：
1.
1.
2.
3.
4.

휴가를 하실 경우, 휴가 하루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휴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당일에
작성할 경우 보충수업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결석할 경우 타인이 출석 불가 ; 합반(선택수업)은 보충수업 불가능합니다.
휴가를 신청하신 분은 규정에 따라 담임선생님과 보충수업 시간조절가능. 단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본 과정 중 휴가가능횟수?를 초과할 경우 수업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방법：
1.

학기 종료전, 각종 원인으로 인해 미리 끝내야 하는 학생은 아래 환불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환불

2.

환불기간

환불 90％

등록 후 개강 전

환불 50％

개강 후 수업기간 1/3 이전

환불불가

개강 후 수업기간 1/3 초과

학비는 전액 납부해야하며, 학기 중 규정 휴가횟수를 초과하지 않고, 보증금 영수증을 가지고
계셔야만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개인반/합반 건의 교재
等級
入門

初級

中級

聽說加強

聽說讀寫綜合

商務中文

Chinese Pronunciation
（Live ABC）
漢語大師 1（漢網）
漢語大師 2（漢網）
初級口語表達 1（文大）
初級口語表達 2（文大）
Live 互動華語雜誌（Live ABC）

新初學漢字（Panda Media） 實用視聽華語 1（正中）

初級閱讀訓練（文大）
初級中文閱讀（師大）
實用中文讀寫 1（正中）

遠東生活華語 1（遠東） 職場華語 600 句
（書林）
實用視聽華語 2（正中） 商務華語 600 句
（書林）

漢語大師 3（漢網）
漢語大師 4（漢網）
中級口表達 1（文大）
Live 互動華語雜誌（Live ABC）
中高級口語表達（文大）

中級閱讀訓練（文大）
中級中文閱讀（師大）
中級看圖寫作（文大）

遠東生活華語 2（遠東） 遠東商務漢語 1
實用視聽華語 3（正中）
實用視聽華語 4（正中）

今日台灣（東海大學）
齊白石的一生（文鶴）
中高級書信寫作（文大）
中高級成語妙用（文大）
讀報學中文（正中）
讀報學華語三（師大）
從精讀到泛讀（師大）

遠東生活華語 3（遠東） 談生意（新學林）
商業經營討論（文大）
即席漢語大師（漢網）

中高級

高級

讀寫加強

迷你廣播劇（正中）
思想與社會（南天）
高級口語表達（文大）
新聞時事討論（文大）

實用視聽華語 5（正中） 實用商業會話 1（師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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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商業會話 2（師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