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le-China Chinese Language Centr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일반 프로그램 학생을 위한 예비 학생 지원 서비스 

 

저희 센터에서는 귀하의 성공적인 학업과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아래 항목의 네모칸안에 

체크하여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비롯한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학교 이외의 타사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도착과 

수업료의 전체 결제와 귀하의 서비스 요청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전체 접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사한 

서비스 신청은 보다 높은 비용과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비스 선택 자격 (학기마다 또는 기타 

지정) 

청구되는 수수료 (HK$) 사진 처리 시간 기타 요구 사항 그 외  정보 

 15 학점 12 학점 12 학점 
이하 

     

A. 도착 / 등록 전 처리 사항 

 1. 학생 비자 후원    $220. 이것은 이민국 처리 

요금과 비자 스티커의 등기 

우편을 포함합니다. 

비자 신청 양식에 

접사 사진 1 

 

4-6 주 아래에 웹 사이트로부터 소정의 서류를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송부하십시오. www.cuhk.edu.hk/clc/e_admission.htm. 

홍콩이민국 (IMMD) 웹 사이트: 

www.immd.gov.hk/ehtml/hkvisas_study.htm 

 2. 공항 픽업  

 

 

   대략 한 사람당/ 밴 

1 대$400 정도가 소요되나,  

직접 드라이버에 지불. 

해당 없음 주말을 

제외 3 일  

귀하의 비행 스케쥴을 적어주시면 CLC 스태프가 

연락드릴 것 입니다. 

도착일: _________ 도착 시간: ___________ 

비행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  

 3. 캠퍼스 

기숙사(여름 학기만 

가능) 

 

   위치와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없음  선착순 

결정 

싱글룸은 제한된 관계로 수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인 

패키지가도착하기 1-2 주전에 

배포됩니다. 

www.cuhk.edu.hk/clc/e_h

ousing.htm 

B. 코스 등록 후 카운터에서 신청 가능한 사항 

 4. 학생 ID 카드 

 

   무료 1” x 1.5” 크기의 

사진 1 장 

주말을 

제외하고 

2 일 

해당 없음 학생 안내서 섹션 XII 

5. 도서관 카드 

 

   $100/ 년.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2 주전 프로그램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 

여권 사이즈 사진 
본사본을  
clc@cuhk.edu.hk 
로 보내주십시오. 

3 주 신청서를 받고 2 주째부터는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학생 안내서 섹션 XII 

 6. CUHK 도메인 

계정 및 캠퍼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무료 NA 1 주 여름 기숙사 거주자 

전용입니다. 신청서 (A, D 및 

F 에만 해당)에 작성하고 

CLC 에 제출합니다. 
 

주로 캠퍼스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CLC 의  교육 

건물에서는 무선인터넷 

연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안내서 섹션 XII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uhk.edu.hk/clc/e_admission.htm
http://www.cuhk.edu.hk/clc/e_housing.htm
http://www.cuhk.edu.hk/clc/e_housing.htm
mailto:clc@cuhk.edu.hk
mailto:clc@cuhk.edu.hk


서비스 선택 자격 (학기마다 또는 기타 

지정) 

청구되는 수수료 (HK$) 사진 소요 시간 기타 요구 사항 그 외 정보 

 15 학점 12 학점 12 학점 
이하 

     

 7. 홍콩 ID 카드 

신청을 위한 증명   

스쿨레터 

전일제 학생으로, 

학비 지불이 

완료하고 있어, 한편 

2 학기 이상 

연속으로 학습하는 

경우. 

 무료 센터에서 발급한 스쿨레터로 이민국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사진 요건 및 처리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MMD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immd.gov.hk/ehtml/hkid.htm 

C. 코스 등록후 프로그램 과정 전/진행중 홍콩 현지에서 신청 가능한 사항 

 8. 세 가지 인증 

스쿨레터 (홍콩 은행, 

휴대폰 등 그 기타 응용 

프로그램신청에 필요) 

 

 

   HK$40/ 복사본  해당 없음  주말을 

제외한 2 

일 

홍콩 현지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9. 평생 교육 기금 

(Continuing Education 

Fund, CEF) 

일부 과정에 적용.학생들은 거주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료 해당 없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직접 CEF 사무실로 학비를 먼저 

낸 후, 과정 시작 전에 CEF 사무실에 직접  신청합니다. 학생 안내서 

섹션 IX 및 CEF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sfaa.gov.hk/cef/ 

  

 10. 홍콩철도 (MTR) 

학생 요금 계획안 

   HK$40 12-25 세 및 학생 ID 카드 소지자에 적합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MTR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MTR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www.mtr.com.hk 

 

CLC 레귤러 프로그램 학생 안내서: www.cuhk.edu.hk/clc/studenthandbook-k.pdf 

 

본인 사진 ________ 장 사본 (귀하의 전체 이름과 프로그램명을 사진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을 첨부합니다. 

 

  

이름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권/홍콩 ID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ctober 2011 

 

http://www.mtr.com.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