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Notification of Online Teaching for Chinese Language 

Students in Spring Semester 2020 
 
All Chinese language student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from Chinese government 

on Novel Coronavirus Pneumonia, and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eachers and students 

and the progress of teaching to the greatest extent, Jiangnan University plans to launch online 

teaching for Chinese language students in spring semester 2020.  

Hereby notify the related matters as follows, please read it carefully and comply with them, 

1. Teaching Time 

Start from Mar. 9
th

 2020, end time to be determined.  

2. Teaching Mode 

a) Adopt the online teaching mode at first, using the teaching platform such as "Ding Talk". 

b)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ituation of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djust the 

teaching mode as required by the university.  

3. Operation Step 

a) Join WeChat group "Spring 2020-Chinese Language Students-JNU", update the contact 

information and pay attention to the notice. 

b) Take the online Chinese language grading test by sweeping the QR code via wechat 

before 12:00 Feb. 29
th

, which does not affect the enrollment. 

c) Download and register " Ding Talk" APP, and join the virtual class group according to the 

QR code of the class list before Mar. 4
th 

(including the same day), and get in touch with 

th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in the group.  

d) Check the class schedule in time, log in the teaching platform to learn online according to 

the schedule time, and interact with teachers;  

4.  Tuition 

Name of the Payee: Jiangnan University 

Account Number 1 (for students not in China): 474158228044  

Bank Name: Bank of China Wuxi branch Office 

Account Number 2 (for students in China): 1103030709100000136 

Bank Nam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Wuxi Jiangnan University sub-branch 

tuition standard: 7000 yuan/semester, 14000 yuan/year, not including insurance, teaching 

materials expenses. 

▲Please pay the tuition fee before 24:00 Mar. 31
st
, and note "application number+ 

Chinese name (if any)+passport name", for example: 202002000XX+李 XX+Allen, 

otherwise it will be impossible to verify your registration information. 

5. Contact 

a) International Teaching Supporting Center: itsc@jiangnan.edu.cn  

b)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Center: isac@jiangnan.edu.cn 

Because of the limitation by objective factors such as time difference, network, online 

teaching mode unavoidably need running-in process. However, please believe that we have 

been working hard to provide Chinese learner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best quality 

teaching with the most Jiangnan characteristics. Thank you for your choice and trust! Let's 

look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new semester together!  

▲ The time involved above shall be Beijing time and the payment unit shall be RMB. 

 

 School of International Education, Jiangnan University  

  Feb. 26
th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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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年春学期に中国語研修生のオンラインティーチングに関するお知らせ 

 

すべての中国語研修生： 

  新型コロナウィルスの予防と管理に対する中国政府の要件に応じて、先生と学生の安全と教

育の進度を最大限の保護のために、江南大学は 2020 年春学期に中国語研修生のオンラインティー

チングを開始する予定である。関連事項は次のように通知されます。よく読んで実行してくださ

い。 

１．授業時間 

2020 年 3月 9日から始まり、授業終了時間はまだ未定である。 

２．ティーチングモード 

1) 先にオンラインティーチングモードを採用し、「Ali の Dingtalk」などのティーチングプラ

ットフォームを使用する。 

2) 予防と制御の状況に応じて、学校の要件によってティーチングモードに必要な調整を行う。 

３．操作スデップ 

1) ウィーチャットグループ「2020 春-中国語研修生-JNU」に参加し、連絡先情報を更新し、通

知に注意を払ってください。 

2) ティーチングプ要件を満たすためには、中国語のグレーディングテストを受けなければなり

ません。これは入学には影響しません。 2 月 29 日の 12:00 までにウィーチャットでコード

をスキャンして、試験を受けてください。 

3) 「Aliの Dingtalk」APPをダウンロードして登録し、3月 4日まで（当日を含む）クラスリス

トに対応するスキャンコードに従って仮想クラスグループに参加し、グループの先生、管理

者と連絡を取る。 

4) 授業のスゲジュールをチェックし、ティーチ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にログインして所定の時

間にオンラインで学習し、先生と交流する。 

4．授業料を支払う 

受取人名：江南大学 

口座 1（中国にいないの学生）、アカウント番号：474158228044 

銀行：中国銀行無錫支店営業部 

口座 2（中国にいる学生）、アカウント番号：1103030709100000136 

銀行：中国工商銀行無錫江南大学支店 

授業料の標準：7,000元/学期、14,000元/学年、保険、教材などの料金が含まれて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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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月 31日の 24:00までに授業料を支払ってください。送金する際は、「申請番号+中国語の名

前（ある場合）+パスポート名前」に記入してください。例：202002000XX+田中 XX+John。そうで

はない場合、お申し込み情報は確認されません。 

5．連絡先 

留学生ティーチングサービスセンターのメール：itsc@jiangnan.edu.cn 

留学生事務センターのメール：isac@jiangnan.edu.cn 

  時差や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客観的要因によって制限されるため、オンラインティーチング

モデルでは馴染みのプロセスが必然である。しかし、私たちは、世界からの中国語の学習者に最

高の品質と最も江南の教育を提供するために努力をしていると信じてください。ご選択と信頼あ

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緒に新学期を楽しみにしましう！ 

▲この通知に関係する時間は常に北京時間で、支払い単位は人民元である。 

 

江南大学国際教育学院 

2020年 2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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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도 봄학기 중국어 어학연수생 온라인 강의 실시에 관한 공지 

중국어 어학연수생 분들께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예방에 관한 요구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안전과 수업의 진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가까운 시일 내에 2020 년 봄학기 중국어 어학연수생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니, 자세히 읽고 다음과 같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시간 

2020 년 3 월 9 일 개강, 종강시기 미결정 

2. 수업방식 

(1) 우선, 온라인 강의 방식을 취하며 “阿里钉钉(Ding Talk)” APP 등의 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 예방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며 학교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의 진행은 

추후에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3. 조작절차 

(1) Wechat 그룹챗(단톡) “2020 春 - 汉 语 生 -JNU”에 참가해주시고, 새로 

업데이트 되는 연락들에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내용 파악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어 레벨 테스트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는 입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2 월 29 일 정오 

12 시 이전에 위챗을 통해 곧바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阿里钉钉(Ding Talk)” APP 를 다운받으시고, 3 월 4 일 이전(당일 포함)에 

학급별 명단에 따라 QR 코드를 입력후, 모의 학급 그룹챗에 참가하여 그룹 내의 

강의 교수님, 관리자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속히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수업 플랫폼에 

접속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4．학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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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이름: 江南大学 (강남대학교) 

（1）중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학생 

계좌번호: 474158228044 

입금은행: 中国银行无锡分行营业部 (중국은행무석지점영업부) 

（2）중국에 체류중인 학생 

계좌번호: 1103030709100000136 

입금은행: 工商银行无锡江南大学支行 (공상은행무석강남대학지점) 

 

학비: 7000 위안/학기, 14000 위안/학년 (보험,교재 등의 비용 미포함) 

 

3 월 31 일 24 시 이전 학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시, 반드시 

“신청번호+중국성명(있는경우)+여권상성명”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의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시) 202002000XX+李 XX+Allen 

 

5. 연락처 

국제학생 교육 서비스 센터 이메일: itsc@jiangnan.edu.cn 

국제학생 사무 서비스 센터 이메일: isac@jiangnan.edu.cn 

 

시차나 인터넷 등 객관적 요인에 따른 제한으로 온라인 교육방식 과정이 

절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십시오. 저희는 세계 각지에서 온 

중국어 어학 연수생들에게 양질의, 가장 강남대다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 학기가 오기를 기대합시다!  

▲ 본 공지에 기재된 시간은 모두 북경 시간으로, 비용 단위는 모두 

중국화폐(인민폐) 입니다.  

강남대학교 국제교육과 

2020 년 2 월 26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