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이공대학교 개황

중국 광저우
Canton China

광저우는 광동성 성도 도시며 동경 112°57′-114°03′，
복위 22°26′-23°56′에 위치하고 있다.
광저우는 남해를 바라보며 홍콩,마카오에 인점하여
중국의 남대문이며 국가 중심 도시, 국제 대도시, 세계
유명 항구 도시다. 그리고 그는 중국 남방의 금융, 무역,
경제, 항공 운송, 물류, 정치, 군사, 문화, 과학 교육,
중국의 교통 중추 센터며 사회 경제 문화 영향력이
동남아시아까지 도달한다.

화남이공대
학교 개황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화남이공대학교는 중국 교육부에 직속되는 관리, 경영, 문학, 법학,
의학 등 여러 학과 어울려 발전적인 종합 연구형 대학교며 중국“985
공정” 및 “211공정”의 핵심 건설 대학교다. 2012년부터 4년 동안

화남이공대학교는 중국 남방 유명한 도시 광저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하이교통대학교“세계 대학교 학술 순위” 탑 500에 들어갔으며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하다. 현재 본교는 28개의 대학, 81개의 학과,

2014년에는 종합적인 순위가 201-400 구간에 올라간 동시에 공과

193개의 석사 과정 및 107개의 박사 과정을 설립되어 있다. 학교의

순위는 전세계 50등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중국 교육부에게

학과 실력이 강하며 경공업 기술 및 공정, 식품 과학 및 공정, 도시와

최초“중국 유학 시범 기지”의 평가를 받았다.

농촌 발전학, 재료 과학 및 공정, 건축학, 화학 공정 및 기술, 풍경
원림학 등 7개의 학과가 전국 10등에 들어가며 재료학, 화학,
공정학, 농업 과학, 물리학, 생물학 및 생물 화학 등 6개의 영역이
ESI 세계 1%에 들어가 있다.
학교는 국제 학술 교류에 전력하여 해외 100여 대학교 및 과학 연구
기구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겼으며 해외에서 두 곳의 공자
대학도 설립했다. 학교 모든 학과가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5
년에 130개 나라에서 온 2200여명 유학생이 본교에서 중국어, 중국
문화, 건축학, 토목공정, 도시 발전, 컴퓨터 과학, 정보 공정, 전력
공정, 에어컨 공정, 기계 공정, 식품 공정, 생물 공정, 공상 관리,
국제 무역 등 과정을 마쳤다. 본교에서 언어 연수 끝난 후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유학생도 있으며 박사 후 연구 기관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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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명칭
보통 중국어
(1달-1년,
매주 약 20 교시 )

경제 무역 관리 학과
과목 소개

중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초
과목(초, 중, 고급) 서예, 한자, 과학
기술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중국
문화 개황, 무술, 광동말

강화 중국어
(1학기/1학년,
매주 약 30 교시)

중국어 입문(초급 듣기, 초급 한자
읽고 쓰기, 회화 입문 등), 중국어
진급(듣기 진급, 회화 진급 등),
중국어 강화

국제 중국어 켐프
(3주)

현대 중국 경제, 중국 문화, 중국
역사 및 지리, 중국 서예, 태극권,
중국 무술, 광저우 현지 기업
견학(2-3번), 광저우 시내 및 주변
지역 관광, 주말 단거리 여행 1번

화남이공대학교는 국제 경제 및 무역, 금융학, 물류공정, 전자상거래,
관광 관리 컨퍼런스 경제 및 관리, 경제학, 공상관리,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마케팅, 회계 등 많은 경제 무역 관리 학과를 설치되어
있다. 교육 이념이 선진적이며 교사 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우수한
인재를 배양했다. 화남 지역에 인지도가 높으며 “중국 기업가의
요람”의 별칭이 있다.

뉴스전파학(중국어 국제 교육 및 전파 방향, (3년제))
본 학과는 중국어 능력이 높으며 국제 중국어 교육 및 문화 전파 이론
지식과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숙달, 중어중문 교육 및 전파를
전반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석사 유학생을 배양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본 학과 졸업생이 중국어 교육, 문화 전파, 문화 교류, 번역,
외교 및 국제 업무에 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부 영어 수업 학과
구분
예과(1년제)

이색 학위 과정

학과
국제 예과
컴퓨터 과학 및 기술
국제 경제 및 무역

중국어 국제 교육 학과(4년제)

학사(4년제)
토목 공정(이중 언어)
환경 공정(이중 언어)

본 학과는 중국어 기본 지식 및 기능을

MBA(이중 언어)

체계적으로 수달, 중국 국정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석사(2년제)

인재를 배양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본교의

전기 및 컴퓨터 공정
정보 통신 공정

경제 및 무역 대학, 뉴스 및 커무니케이션
제어 이론 및 제어 공정

대학, 국제 교육원의 인문 과정을 기초하여

시스템 공정

기타 과정의 교수 및 과학 연구 자원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중국어, 관광 중국어,

모드 인식 및 지능화 시스템

중어중문 및 전파, 외국어로서 중국어 학과

측정 시스템 및 자동화 장치

총 4개의 방향으로 학과를 설립했다.

조지 공정

이상 4개의 방향 모두 교내 연합 배양 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1,2학년은 국제 교육원에서

박사(3년제)

제당 공정

중국어 능력 및 중국어 기초 지식에 대하여

발효 공정

학습하며 3,4 학년은 학생이 선택한 방향에

전분 자원 과학 및 공정

따라 경제 및 무역 대학, 뉴스 및
커무니케이션 대학 또는 국제 교육원에서
전공과 관련된 이론 및 응용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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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과학 및 공정
식품 과학 및 공정
환경 과학 및 공정

중국어 연수 과정／이색 학위 과정／전부 영어 수업 학과

중국어 연수 과정

장학금 종류

중국 정부 장학금
(대학교 대학원생
프로젝트)

광동성 정부 광동
유학생 장학금
(매년 선발)

화남이공대학교
외국 유학생 장학금

공자 대학 장학금
(중국어 연수생 장학금)

내용

1.전형료, 등록금, 기숙박비 전부
면제
2.생활비 제공:
석사생: 인민폐 3000 RMB
박사생: 인민폐3500 RMB
3.유학생 종합 의료 보험 제공

정원

60명

박사생:30000 RMB
석사생:20000 RMB
대학생:10000 RMB

90명

대학생,석사생: 년도 등록금 면제
제도; 1,2,3 등급으로 나누어짐

30명

박사생: 등로금 전부 면제, 매월
생활비 1400 RMB

15명

1.전형료, 등록금 및 기숙박비
전부 면제
2.매월 생활비 2500 RMB
3.의료 서비시 및 유학생 종합
보험

40명

전형료:450 RMB

등록금

기숙박비(매 학년)

과정

등록금

항목

중국어 연수

2560-18200RMB

캠프

2000RMB

예과 과정

18000 RMB

학사 과정

18200-26000 RMB

석사 과정

23000-44500 RMB

박사 과정

34000-40000 RMB

금액
1인 1실: 15,000 RMB

오산 캠퍼스
(에어컨 있음)

2인 1실: 9,800 RMB
3인 1실: 8,000 RMB

대학성 캠퍼스
(에어컨 있음)

2인 1실: 9,800 RMB
4인 1실: 3,500 RMB

서류 제출
인터넷 www.scut.edu.cn/apply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아래 서류 스캔본 제출:
서류 명
여권 사본
여권 사진
HSK 중국어 능력 시험 성적서
(중국어로 수업 진행하는 학과에 한함)
영어 능력 시험 성적서
(TOEFL/GRE,영어 수업 진행하는 학과에 한함)
고등학교 2학년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사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교수 또는 부교수 발급)
자기소개/공부 계획서/연구 계획서
외국인 건강 검진 기록
그림 또는 설계 작품 2부
(건축, 설계 등 학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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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연수생

예과생

대학생

석사생

보통 연수생
박사생 및 고급 연수생

장학금／학습 비용／서류 제출

학습 비용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