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등급을 받고 화학 공학 및 기술, 재료과학 및 공학은 강소성 1위에 차지한

다. 화학 공학 및 기술, 안전공학, 재료과학 및 공학, 생물공학, 토목공학 그

리고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등 23개 공학 전공은 워싱턴 협정 공학 교육 전문 

인증을 통과하여 세계 공학 교육의 상위권에 들어서고 학생 양성하는 데 중

국 대학교의 선두에 서 있다.  학교는 2021년 9월에 ESI종합 랭킹에서 세계 

상위 1‰에 들어가고 중국 대륙 대학교 중에 56위에 해당되고 있으며 화

학, 재료과학, 공학, 생물학 및 생물화학 그리고 환경과학 및 생태학 등 5개 

학과가 ESI에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 중에 화학, 재료과학 2개 

학과는 ESI에 세계 1‰에 들어섰다. 2021년 9월에 타이즈 고등교육 세계대

학교 랭킹에서 중국 대륙 대학교 중 공동 50~72위에 치지하고 2021년 12월

에 내이처 인덱스에서 중국 대륙 대학교 32위에 있고 2021년 8월에 상하이 

세계 대학 학술 순위 랭킹(ARWU, ShanghaiRanking’s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에서 공동 36~57위에 위치한다.

학교는 세계 개척 전략을 시행하여 23개 나라와 지역에 100 여개 해

외 대학교 및 과학연구기관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긴

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러시아 모스크바 국

립대학교,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등 세계 명문대학교와 ‘국제협동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대학교, 스페인 사라고

사대학교와 함께 ‘공자학원’을 설립하였고,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호주 매

쿼리대학교, 아일랜드 더블린공과대학교, 프랑스 부르고뉴 대학교 등 저명

한 대학교와 협동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공동 양성 프로젝트를 전개하였

다. 그리고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독일 아헨공과

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영국 카디프대학교, 싱가

포르 국립대학교 등 저명한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학

교에서는 국제화 분위기가 농후하여 현재 중국정부우의상 수상자를 포함

하는 세계 10여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전문가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

학생 총 700여 명이 있다. 

남경공업대학교는 처음으로 중국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중국 유학 품

질 인증 자격을 받은 22개 대학교 중의 하나로서 강소성에 최초의 ‘유학강

소 목표대학교’이다. 그리고 공자학원본부/중국한판(中國漢辦)(즉 중국국가

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사무실(中國國家漢語國際推廣領導小組辦公室)의 약

칭) ‘공자학원장학금’, 강소성 ‘유학강소 정부장학금’, ‘남경시정부 외국인유

학생장학금’ 등 장학금 자격을 받은 학교이어서 유학생들은 관련 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 학교는 중국한어수평고시(HSK) 시험장이 있다. 

학교는 국가급 남경 강북신구(江北新区)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바로 세

계 3위 자리를 차지하는 장강 옆에 있으며 또한 중국 국가공인 삼림공원

인 노산(老山) 아래에 있다. 캠퍼스의 경치가 아름답고 산을 끼고 강을 끼

어서 ‘남경에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로 불린다. 학교는 교통이 편리하고 지

하철 10호선에 남경공업대학교 지하철역을 설치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학

생 숙소,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활동센터등 시설이 겸비하고 학생들의 학

습 및 생활에 편리를 제공했다. 학교문화가 풍부하고 다채롭다. 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래판탁구월드컵대회’ ‘강소성대학생마라톤대회’ ‘문

화중국행’, ‘중외미식절(음식 축제)’등 문화행사를 열렸고 유학생들에게 재

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유학생을 모

집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고 유학생들이 중국을 더 잘 알고 중국 생활에 적

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02
모집 프로그램 및 학제

1. 학사 프로그램 : 표준 학제 4 년제

( 일반 편입 시 표준 학제 2 년제 );

2. 석사 프로그램 : 표준 학제 3 년제 ;

3. 박사 프로그램 : 표준 학제 3 년제 . 

학력교육 프로그램

언어연수 프로그램 ( 언어 예과 ): 수업 연한 1 년 .

비학력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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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기관:남경공업대학교  평정방법:남경공업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지급방법:첫 학년 월별로 지급

신입생장학금 신청 기간은 신입생 입학 후 제1학년이고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적 및 

종합 표현에 따라 학년 종합 심사를 진행하여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학년 유학

생장학금을 평정함.

장학금 내역:

비고：

학력 지속시간 학교급 신입생장학금 내역

박사 제1학년
보조금（2500위안/월）+등록금（28000위안/학년）

+기숙사 비용（4000위안/학년）

석사 제1학년 보조금（1600위안/월）+등록금（22000위안/학년）

학부 제1학년

일등장학금 보조금（400위안/월）+등록금（16000위안/학년）

이등장학금 등록금（16000위안/학년）

삼등장학금 50% 등록금（8000위안/학년）

05
신청절차

지원자 자격

학력

• 외국 국민이고범죄 경력이 없으며 건강하고 원칙적으로 만18세이어야 함. 

• 품행이 양호하고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풍습을 존중하고 학교의 

규장이나 제도를 지켜야 함.

• 성적이 우수하고 중국어 혹은 영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 응용 능력

을 가져야 함. 

• 상응하는 학력증명이 있어야 함.

• 언어연수 프로그램 및학부 프로그램 시청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 석사 프로그램 시청자는 학사 학위나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 프로그램 시청자는 석사 학위나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영어 능력 증명

이 있어야 함. TOEFL 80점 이상(IBT) 혹은 550점 이상(PBT), IELTS 6.0 이상(학

술계열);

•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중국어 능력 증

명이 있어야 함. 중국한어수평고시（HSK Test）4급 200점 이상.

신청 및 등록 일시

• 신청일시: 2022년 2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등록일시: 2022년 9월

남경공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장학금

어학능력
(학력교육
신청자)

기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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