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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원이공대학교 유학생 모집 요강

1.태원이공대학교 소개

1902년 설립된 태원이공대학교는 산시성(山西省)의 수도인 타이위안(太原)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3대 국립대학교 중 하나로“211 공정(211 工程)” 중점건설대학

과 국가“쌍일류(双一流)”중점건설 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공학대학을 중심으로

과학, 공학, 경제, 법률, 교육, 문학, 경영 및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24개

단과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제학생교육은 현재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학위과정과 중국어 어학연수를 위한 비(非)학위과정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원이공대학교는 2018년“유학생 고등교육 품질인증(来华留学生高等教育质量认证)”을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개국에서 온 2000여명의 유학생들이 졸업하여, 학교

가 위치한 산시성(山西省)에서는 가장 많은 인재들을 배출(輩出)하였습니다. 학부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더해 우리 학교는 현재 국제경제과 무역, 컴퓨터공학과 기술 전공 학

부의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과학 및 공학, 전자과학 및 기술, 기계

공학, 채굴공학, 안전과학 및 공학, 재료과학 및 공학, 화학공학 및 기술, 섬유과학 및

공학 등의 전공에서 영어 강의 대학원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원이공대학교는 84개의 학부전공, 34개의 석사전공, 15개의 박사전공, 15개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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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后)연구사업소, 14개의 전문학위 수여센터, 3개의 국가 중점학과, 4개의 국가시험교

습 시범센터, 5개의 국가특화 중점 건설부문, 7개의 국가“공정실천교육센터”, 산시성

(山西省)과 중국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건설한 1개의 국가중점 실험실센터, 4개의 교

육부 중점 실험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공학과학, 재료과학, 화학 전공은 세계 ESI

상위 1%에 속합니다.

2. 학부생 모집 (150 명)

2. 1 중국어 강의 모집 학과

①중국어 국제교육 (International Chinese Education): 75명

②국제경제와 무역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25명

③컴퓨터 공학과 기술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25명

④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25명

2.2 지원자격

①신청자는 유효한 외국여권을 소지한 비(非)중국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중국유학을 신청하는 화교 및 중국계 교민은 유효한 외국

여권이나 국적증명 서류를 4년 이상(4년 포함)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4년이

내(입학 년도 4월 30일 이전) 2년 이상 실제 외국에 거주한 기록이(1년 중 실제 국

외 거주 9개월은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입국 및 출국 서명을 기준으로 함) 있

어야 합니다.

②만 25세 이하의, 몸과 정신이 건강하며 중대한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유자로, 졸업성적 평균 성적은 100만점의 75점 이

상이어야 합니다.

④중국어 능력은 HSK 4급 200점 이상이 요구되며, 만약 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HSK 4급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을 경우, 태원이공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중국

어시험에(필기+구술)응시할 수 있으며, 입학처는 이 성적을 HSK 4급에 해당하는 입

학 증빙서류로 활용할 것입니다. 입학 후 태원이공대학교가 주관하는 HSK 4급 시험

에 응시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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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사본(사용한 모든 페이지)

②고등학교 졸업장

③고등학교 성적표

④이력서(is.tyut.edu.cn다운로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 초등 학교부터 최종 학력

및 경력까지 완벽하게 연속적으로 작성

⑤고등학교 담당 교사 2명의 추천서

⑥재정보증서: 개인 또는 직계가족의 은행계좌 예금증서 (30,000CN

Y이상 4,300$ 이상)

⑦외국인 체격검사표

⑧무범죄기록증명

⑨HSK 4급 성적표 또는 태원이공대학교 어학능력시험증서

3.대학원생 모집(석사+박사 40명)

3. 1 모집 학과

①화학공학 및 기술 (Chem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4명

②광산공학 (Mining Engineering): 4명

③전기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4명

④토목 공학 (Civil Engineering): : 4명

⑤재료 과학 및 엔지니어링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4명

⑥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4명

⑦생명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4명

⑧관리공학 및 엔지니어링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6명

⑨섬유공학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6명

다른 학과에지원할학생이있으면이메일（ciee@tyut.edu.cn)로문의바랍니다.

3.2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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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사 지원자는 만 30세 이하, 박사 지원자는 만 35세 이하로 몸과 정신이 건강하며

중대한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②석사 지원자는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 지원자는 국내∙외 정규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GPA 성적이 3.0 이상(4점 만점)또는 3.75점(5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영어강의 지원자격은 이러합니다.

모국어 또는 공용어가 영어인 경우

취득한 최고학력의 수강 언어가 영어일 경우

국제 영어 시험: IELTS 학술 6.0, 단일 과목이 5.5 이상,

TOEFL 85, 단일 과목 20개 이상, GRE 점수는 300점 이상입니다.

④ 중국어 강의 지원자격은 HSK 4급 200점 이상입니다. 만약 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HSK 4급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을 경우, 태원이공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중국어시험에(필기+구술)응시할 수 있으며, 입학처는 이 성적을 HSK 4급에 해당하

는 입학 증빙서류로 활용할 것입니다. 입학 후 태원이공대학교가 주관하는 HSK 4

급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제출자료

①여권사본(사용한 모든 페이지)

②최종학력 졸업장

③최종학력 성적표

④이력서(is.tyut.edu.cn다운로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 초등 학교부터 최종 학력

및 경력까지 완벽하게 연속적으로 작성

⑤2명의 교수 추천서

⑥재정보증서: 개인 또는 직계가족의 은행계좌 예금증서 (30,000CN

Y이상 4,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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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외국인 체격검사표

⑧무범죄기록증명

⑨HSK 4급 성적표 또는 태원이공대학교 어학능력시험증서

4. 학위 준비 과정/어학연수 모집(100 명)

학위 준비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등록금은 1년 4800CNY입니다. 학위 준비

과정을 마치고 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 후 본학교의 정규 학위 취득과정(학부, 석/박사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 준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학교의 정규 학위 취득

과정에 합격할 경우, 태원이공대 장학금 외에 1학년 숙박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등록금은 1년 6,000CNY입니다. 추천장과 어

학능력 증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지원 및 입학 절차

①본교 국제처 홈페이지 is.tyut.edy.cn에 접속, 가입하여, 지원서류 업로드, 이메일 및

위챗(wechat)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서류전형 통과 후 지원비 600CNY을 내고, 송금 증빙서류를 본교 국제처 홈페이지is.

tyut.edy.cn 에 업로드합니다.

③온라인 면접 및 중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합니다.

④전자 우편으로 입학 통지서(스캔본)를 받습니다.

중국 입국요건을 갖춘 후 입학통지서와 JW202 또는 JW201양식을 가지고 현지 중국

대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⑤입학생은 본교 국제처 입학부서와 중국 입국날짜를 상의해야 합니다. 중국에 입국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입금 증명서를 지정 우편함

에 보내신 후 모집부서 확인을 거쳐 등록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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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본교 입학 후 입학생의 최종학력 검증과 입학 신체검사 실시합니다.

⑦신체검사 통과 후 기숙사비 납부(학기별 납부), 숙박등록 및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⑧유학생 보험료(필수)를 납부 및 입학 등록 절차를 밞고, 학기를 시작합니다.

⑨입학전공 기본과정 시험에 응시합니다.

6. 등록금

*유의

1. 중국 교육부 요청에 따라 중국내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기간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중국의 기관규정에 따라, 중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산시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山西国际旅行

卫生保健中心公布)의 신체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어야 입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기준

교육

과정

학위과정

학부 CNY15,000/년

석사 CNY18,000/년

박사 CNY20,000/년

학위 준비 과정 1년 CNY8,000

어학연수
1학기 CNY4,000

1년 CNY8,000

학위 준비 과정의 온라인 강의 등록금은 CNY 4800/년, 어학연수 1년의 온라

인 강의 등록금은 CNY 6000/년, 한 학기 등록금은 CNY3000입니다. 그룹 지

원자는 시험과 입학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

의료보험 CNY800/년

신체검사 CNY415

체류허가비용 CNY800/년

기숙사 2인1실 CNY350-4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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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학금

입학생 중 자격 요건에 맞는 장학금 신청자에겐 태원이공대학교(太原理工大学) 장학

금, 산시성(山西来晋政府) 장학금, 중국정부(中国政府) 장학금, 공자학원(孔子学院) 장학

금 중 한가지를 지급합니다.

2022년 태원이공대는 지원자의 HSK 성적과 영어능력 수준, 개인 학술연구 성과, 전공

면접 성적, 최고학력 성적에 따라 장학금 유형을 평가합니다.

신청자는 본교 국제처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신청 완료 후, 중국 정부 장학사이트에서도 장학금

신청을완료해야합니다.

태원이공대학장학금신청웹사이트: http://is.tyut.edu.cn

중국정부장학금사이트:www.campuschina.org

공자학원장학금신청홈페이지: http://cis.chinese.cn

태원이공대학교 장학금은교육과정인 학부, 석사, 박사로구분되며, A,B,C,D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학금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

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A,B,C, 등급의장학금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매학년 마다 재평가되며, 전 학년의 종합성적은 다음 학년 장학금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활용될

것입니다.

8. 기타 공지사항

지원자가 본학교에 합격할 경우 합격통지서, JW202/JW20양식, 등록 안내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합격자는 여권, 입학 통지서, ‘외국인 유학생 중국 비자 신청서’인 JW202 또

는 JW201양식, 신체검사표 및 기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현지 주재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중국 "X"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와 시간에 맞추어 학교(山西省太原市 太原理工大学)에 도착하여 입학등록을 해야 합니

다. 입학등록시 합격통지서 및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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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시 학력증명, 어학증명, 신체검사, 의료보험 및 기왕병력 은폐로 입학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태원이공대는 합격생의 입학등록 및 기한을 정하여 해당학생을 출

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생이 입학등록시 관련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태원이공대는 해당학생의 입학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등록금 납부안내

1.은행 이체

（1）인민폐(CNY)를 납부

은행이름: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太原河西支行营业室

계좌명: 太原理工大学

계좌번호: 14001837108050500028

（2）미국 달러(USD)로 납부

은행이름: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太原河西支行营业室

계좌명: 太原理工大学

계좌번호: 14050183520800000262

2.위챗 QR코드 결제

입금 설명란에 다음과 같이 가입해주십시오.

1. 申请编号(신청번호);

2. 学生姓名(학생이름);

3. 收款单位(国教学院) (수납단위 (국교학원))

4. 汇款用途(송금용도)

A. 报名费 (등록금)

B. 预科生学费(학위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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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 지불내역을 캡쳐하여 본교 국제처 홈페이지(is.tyut.edy.cn)에 업로드하

고 국제처 입학부서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10. 학교 연락처

태원이공대학교 국제교육교류학원(太原理工大学国际教育交流学院)

주소: 中国山西省太原市万柏林区迎泽西大街79 号

우편번호: 030024

사무실 전화: 0086-351-6010232

이메일: ciee@tyut.edu.cn

국제 교육 교류센터 홈페이지: http://ciee.tyut.edu.cn

학교홈페이지: http://www2017.tyut.edu.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