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명문
북경이공대학교 입학 안내

중국어교육부터 시작하는 한국학생 특별 선발 전형



1940년 개교한 80년 역사의 중국 최고 명문 과학기술대학교, 중국 최초 대학원 과정 개설학교  

중국 국가 공업정보화부(                      )소속 대학교로서 중국정부의 21세기 국가중점대학건설 211 프로젝트, 

명문대의 상징인 985 프로젝트 지정 국가 중점대학교

‘쌍일류(Double First-rate: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 및 학과)건설계획’지정 대학교

공학(우주항공,차량,IT,전자,정보)/이과/인문/사회/경영/디자인등 이공과를 중심으로하여 문과가 함께 설치된 

국립종합대학교

재학생 약 28,500명(그 중 외국유학생은 한국을 비롯한 149개국가로부터 온 약 2,500여명)

글로벌 리딩대학 : 한국고교 자매결연(서울 신일고등 23개 고등학교), 외국대학 교류활발(77개국 293여 대학교), 

영어로만 수업하는 전공학과도 개설되어 있음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위치, 뛰어난 캠퍼스 환경(중관춘, 랑샹), 환상적인 면학 분위기

리펑(Li Peng, 李鵬) 전 중국 총리, 쩡칭훙(Zeng Qinghong,           ) 전 국가 부주석등 중국의 국가영도와 

120여명의 성부급 영도 및 기업가등 총 30여만명의 걸출한 국가 인재를 배출한 명문대학교

중국 북경이공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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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 평가 기관 U.S. News and World Report 순위

   ㆍ전기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20위

   ㆍ에너지 연료 분야  세계 22위

   ㆍ기계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29위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순위

   ㆍ중국내 대학교 25위   ㆍ전 세계대학  373위

2022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Rankings

30 in Best Global Universities in China

60 in Best Global Universities in Asia

361 in Best Global Universities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Subject Rankings

20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22 in Energy and Fuels

29 in Mechanical Engineering

35 in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37 in Engineering

48 in Chemical Engineering

60 in Materials Science

62 in Physical Chemistry

81 in Computer Science

89 in Optics

북경이공대학교의
세계 랭킹

132 in Chemistry 

149 in Mathematics

중국은?

B IT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은 MIT공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북경이공대학교’



북경이공대 Shewai預科(써와이 예과) 입학 및 교육과정

북경이공대 한국학생 Shewai預科(써와이 예과) 특별 입학전형

중국어는 일반 어학연수 2년과정을 압축한 수업(한국학생이 HSK없이 바로 본과 입학하는 가장 빠른 길임)

본과 모든 학부전공 중에서 희망전공 자유선택 신청 – 공학/이과/인문/사회/경영/디자인 모두 가능

한국주재 지도교수/입학사정관 심사후 본과 합격증 교부 (학업열의 기준 선발, 수능시험 무관)

기초부터 전공 중국어 심화학습까지 배운 후 본과에서 중국학생들과 합류하므로 적응 용이  

고3 재학중 미리 합격증 교부받게 되어 심리적 안정 – 수능과 관계없으나 학교수업은 성실조건

중국 본교에 와서 예과기간중 캠퍼스 문화와 전공학과 정보 직접 체험 후 전공학과 변경 허용 

한국학생 특별지원 한국어 소통 책임자 배치, 외국유학생 전용 기숙사 배정, 군 입대 휴학 허용

학비저렴 : 본과 년간 약414만원, 장학금:중국정부/외국유학생/자매결연/본교/기업/예과장학금등

합격생(가족동반) 본교 방문 환영 - 캠퍼스 탐방, 커리큘럼 & 관리시스템 안내, 선배학생들 면담 체험

한국학생 특별입학 전형의 특징

1)

2)

3)

1)

2)

3)

4)

5)

2017년부터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유학생 학생부 종합 특별전형입니다.

중국어는 내년 1월 본교 캠퍼스에 와서 기초과정부터 시작합니다(입학신청시에는 중국어 몰라도 됨)  

본교 캠퍼스에서 중국어 및 본과 예비과정을 마치면 바로 본과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고3학생들은 한국에서 입학 신청하여 본교 입학사정관 심사를 거쳐 전공학과 선택을 마친 후 합격증(입학허가서)

 을 먼저 교부받습니다. 

 합격생들은 한국 고3 학사일정을 마치고 내년 1월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본교 캠퍼스에서 북경이공대 합격생신분으로

 예과 1단계 - ��入��段 (중국어 입문 과정)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4월까지는 캠퍼스 생활 적응과 전공 심화 수업을 준비하는

 예과 2단계– 基����段( (현지 적응과 중국어 기초 완성 과정) 수업이 이어집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예과 3단계 – �����段(전공 중국어 심화 과정) 수업을 하며 이 3단계의 수업을 통하여 본인의

 수준과 진로 적성에 맞는 학과로 전공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과 3단계 과정을 수료한 후 9월 본과 신학년 시작 시에 별도 전형없이 앞서 합격한 본과로 이동하여 4년제 본과 생활

 이 시작됩니다.

본교 캠퍼스
기초입문/현지적응 과정

예과 1, 2단계 수업

본교 캠퍼스
전공심화 과정

예과 3단계 수업
Auto

Transfer
▶▶▶

본교 캠퍼스
본과 1학년

입학

내년 1월 ~ 4월 내년 5월 ~ 8월 내년 9월~

중        국

내년 1월
출국

입학신청

출국준비

한   국



한국의 수능/내신과 관계없는 중국내 외국학생 특례 입학 전형
   - 중국정부 지정 최초 국가중점대학교로 중국대학 상위1%이내의 명문대학교임

   - 학교 명칭은 「북경이공대학」이지만 인문/사회/경영/디자인등이 포함된 종합대학교임

   - 면접심사(학생부 종합전형에 준함)      

   - 국내 수시/정시 합격여부와는 관계없음

본교에서 직접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신입생 선발 및 각종 장학혜택
   - 본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파견 각 고등학교 대상으로 직접 선발

   - 각종 장학금 혜택(중국 정부 장학금, 북경이공대 신입생 장학금, 북경시 외국유학생 정부 장학금등)

합격생신분으로 예과과정 수업을 마친 후 자동으로 본과 수업
   - 합격생은 본교 학생신분으로 1월 출국, 8월까지 예과 마친후 9월 바로 본과 학부전공 수강

   - 9월 신학년 시작과 동시에 예과생 전원 본과 전공학과로 이동하여 본과수업

   - 9월 본과 시작 후에도 중국어가 부족한 학생은 추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보충기회 부여

HSK자격 관계없이 중국어 몰라도 입학가능, 중국어 선행학습 시간부여
   - 그동안 HSK 자격증 보유한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학생들이 듣고 말하는 수업능력 부족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격생을 본교에서 직접 중국어 기초부터 집중교육하는 예과 시스템 도입

   - 대신 수업시간을 주 50교시 이상으로 하여 집중도 제고, 매 단계마다 시험평가 실시

     (일반적인 대학교 어학연수 2년간의 과정을 약8개월로 압축한 집중수업 커리큘럼임)

   - 재학중 미리 합격증을 교부받고 출국일까지 재학중인 고교 수업하면서 중국어 자율선행학습 가능 

     (입학후 반편성 시험을 통하여 중국어 능력별 반을 구성) 

   - HSK자격 보유자 또는 중국어 능력자는 수준높은 고급 전공학과 지원과 심화학습이 가능

  

학비등이 매우 저렴함 (유학비용이 국내 사립대를 다니는 비용의 절반 가량됨)

   - 예과(약648만원)와 본과(1년 약414만원x4년=1,656만원) 학비를 합하면 4년8개월 총 2,304만원

   - 기숙사비는 중관춘캠퍼스 월 약24만원, 량상캠퍼스 월 약16만원, 식비는 학생식당에서 

      대략 매식 1~3천원이내

   - 한국 사립대 학비(4년 총 4,000~4,500만원)에 비해 월등히 저렴

   

졸업후 다양한 진로선택과 한국어, 중국어, 영어등 3개국어가능
   - 졸업후 능통한 중국어실력과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실력을 갖추게 됨

   - 전공 학위를 보유하고 3개언어가 가능하면 취업 용이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게 됨

한국 학부모님들과의 원할한 소통
   - 학생들의 소식에 궁금한 한국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한국어 네이버카페 웹사이트 개설

   - 교내 공지사항, 생활/학사관련, 재학생 사진자료등 학부모들과의 한국어 소통 공간

     한국어 공식웹 주소 https://cafe.naver.com/bitpcp   

북경이공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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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이공대학교 본과 전공학과

智能制造与智能车辆类
지능형 제조 및

지능형 차량공학계열

宇航与机电类
우주항공 및
기계전자계열

信息科学技术类
정보과학기술계열

光电学院 광전자대학

自动化学院 자동화대학

计算机学院 컴퓨터대학

网络空间安全学院

사이버공간보안대학

光电信息科学与工程 광전자정보과학 및 공학 

测控技术与仪器 측정제어기술 및 기구

自动化 자동화

电气工程及其自动化 전기공학 및 자동화 

计算机科学与技术 컴퓨터과학 및 기술  

软件工程 소프트웨어공학

人工智能 인공지능

数据科学与大数据技术 

데이터 과학 및 빅 데이터 기술

网络空间安全 사이버공간보안

机械工程 기계공학 

工业工程 공업공학 

车辆工程 차량공학

能源与动力工程 에너지 및 동력공학

智能制造工程 지능형 제조 공학

航空航天工程 우주항공공학

机械电子工程 기계전자공학

宇航学院 우주항공대학

机电学院 기계전자대학

机械与车辆学院
기계 및 차량대학

电子信息类

전자정보계열

信息与电子学院

정보 및 전자대학

电子信息工程 전자정보공학

电子科学与技术 전자과학 및 기술

通信工程 정보통신공학  

理学与材料类

이과 및 재료계열

材料学院 재료대학

化学与化工学院

화학 및 화공대학

生命学院 생명대학

数学与统计学院

수학 및 통계대학

物理学院 물리대학

材料科学与工程 재료과학 및 공학 

材料化学 재료화학

化学 화학 

应用化学 응용화학 

化学工程与工艺 화학공학 및 공예 

能源化学工程 에너지화학공학 

生物医学工程 생물의학공학 

生物技术 생물기술공학 

数学与应用数学 수학 및 응용수학 

信息与计算科学 정보 및 계산과학 

统计学 통계학 

应用物理学 응용물리학

 

经济管理类

경제경영계열

管理与经济学院

관리 및 경제대학

信息管理与信息系统（含大数据管理方向）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관리방향 포함)

国际经济与贸易(含数字金融、数字贸易方向)

국제경제 및 무역 (디지털금융, 디지털무역 방향 포함)

工商管理(含数字创新管理方向) 

공상관리(디지털혁신 경영 방향 포함)

会计学(含智能财务方向)  

회계학(지능적인 재무 방향 포함)

社会科学类
사회과학계열

人文与社会科学学院 
인문사회과학대학

法学院 법률대학

外国语学院 외국어대학

经济学 경제학 

社会工作 사회사업 

法学 법학 

英语 영어 

日语 일어 

德语 독일어 

西班牙语 스페인어

设计学类

디자인계열

设计与艺术学院

디자인 및 예술대학

工业设计 공업디자인 

产品设计 제품디자인 

视觉传达设计 시각전달디자인

环境设计 환경디자인 

航空航天工程   우주항공공학   Aeronautical and Astronautical Engineering

机械工程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自动化   자동화   Automation

计算机科学与技术   컴퓨터과학 및 기술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电子科学与技术   전자과학 및 기술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机械电子工程   기계전자공학   Mechatronics Engineering

国际经济与贸易   국제경제 및 무역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북경이공대학교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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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신청 서류 접수 – 1차 심사(담당 입학사정관)

* 한국 고등학교 담당 한국주재 입학사정관 또는 본교 유학생센터 직접 접수

지도교수 최종 면접후 5일내 입학허가서(합격)통지

합격후 7일이내 합격등록금 납부

합격등록금 영수증 및 입학허가서(합격증) 원본 한국으로 발송

11월 학생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중국 정부 서식 JW-202 서류 발급

12월 유학비자 발급, 항공권 발권, 출국준비물 안내

 1월 출국 준비 안내문

 - 생필품, 교재, 중국통 카드, 학비, 중국 휴대폰 유심 등 현지 생활 안내

 - 인천공항 출국장 집결 안내  

 1월 인천공항 집결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본교 책임자 직접 인솔)

   – 북경이공대 캠퍼스 생활시작 

   – 오리엔테이션, 학비잔금 납부/등록, 기숙사 입실, 장기 거류허가 비자 수속

1월~4월 본교 캠퍼스에서 예과 1단계-汉语入门阶段(중국어 입문 과정) 수업과

예과 2단계-基础汉语阶段(현지 적응과 중국어 기초 완성 과정) 수업

 5월 ~ 8월 본교 캠퍼스에서 예과 3단계 –   基              段(전공 심화) 수업

 7월 본과 전공학부 열람 / 설명,   기 입학 허가된 본과전공 변경 기회부여

 8월 예과과정 수료 후 한국으로 일시귀국

 9월초 다시 중국 입국하여 본과 전공학부 등록, 수업개시

금년

내년



중국 학생들과 같이 배우는 본과 과정에 앞서서 북경이공대 캠퍼스내에서

중국어 기초과정에서부터 본과 기초과정까지 익히는 예과과정을 거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중국문화 체험을 해나가면서 별다른 어려움없이

쉽게 본과 과정에 적응한 선배들 모습입니다. 

이러한 선배들이 다시 한국후배들을 이끄는 멘토로서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교는 특히 한국어에 능숙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한국 학생들의 초기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경이공대학교에 재학중인 한국 선배학생들 모습



북경이공대학교 캠퍼스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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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는 북경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중관춘 

캠퍼스와 서남쪽에 위치한 랑썅 캠퍼스에서 

중국학생들과 전 세계 149개 국가로부터 온 약 

2,500여명의 학생들(약 28,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 입학하는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랑썅랑썅



북경이공대학교 입학신청서류 및 학비등

금액단위: 중국 인민폐 위안(元)화

  * 모든 납부금은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납부하며 납입된 학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왕복항공료, 비자, 거류허가, 시험, 교재, 기타 개인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2학년부터의 본과학비는 매년 9월초에 23,000위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됩니다(1학년때만 분납)

  * 예과는 주50교시 수업으로 타 과정에 비해 수업량이 월등히 많아 비교적 수업료가 많습니다.

  * 위 한국 원화 환산액은 1위안=180원 환율 적용하여 예를 들어 환산한 금액일 뿐이며 납부일 환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학신청 자격]

[입 학 신 청] 

[입학신청시 제출서류] 

[예과 및 본과 학비, 기숙사비 등 안내] 

한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만 25세이내)

본교(유학생 센터) 또는 한국주재 입학사정관

1.입학신청서 (본교 서식)                            2.고교 졸업 (예정)증명서 1부    

3.고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생활기록부 1부

5.학업계획서(본교서식)                              6.여권 사본 5부     

7.여권 사진 10매(뒷면에 한문이름 반드시 기입)

* 입학신청시에는 졸업예정 상황이므로 모두 한글서류로 제출하며, 졸업 후인 익년 4월에 졸업증명서 포함한 최종 영문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구   분 적용기간
금 액

(위안화) 내역 구분
총 액 

납 부 시 기
위안화 한화(환산)

예   과

학   비
예과기간 36,000元

등록금

잔   금

소   계

선납금

잔   금

소   계

20,000

16,000

36,000

3,600,000

2,880,000

6,480,000

합격통지후 7일내

내년 2월 출국시

본   과

학   비

매년 납부

 (4년간)
23,000元

4,600

18,400

23,000

828,000

3,312,000

4,140,000

내년 2월 출국시

내년 9월 본과 등록시

1년 학비임

유학생

보   험
1년 800元

유학생

보   험
800 144,000

내년 2월 - 매년 납부

(중국 교육부 의무규정)

신   청

등록비
최초입학시 600元 신청등록비 600 108,000 내년 2월

기숙사 재학기간
1,350元

900元

중관춘 캠퍼스

랑샹 캠퍼스

1,350

900

243,000

162,000
1개월기준



이미 한국내 서울의 신일고교, 경북 김천고를 비롯한 23개 교육기관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학생들의 본교 탐방 및 체험학습 지원은 물론 장학금 지급등 한국 고등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그동안 한국내 대학교 위주의 자매결연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앞으로 한국내 명문 

고등학교와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의 도전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화된 현 시대에서 젊은 세대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우리 교육 기관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을 준비된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는 국경을 떠나 각 학교들도 글로벌화한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고등학교와의 활발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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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학교

김천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건대사대부속고등학교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산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성희여자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쌘뽈여자고등학교

연수여자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해송고등학교

인항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el : +86-10-6891-2847 (본교 유학생센터) 
       +82-10-9745-3379 (한국주재 이기서 지도교수)
주소: 5 South Zhong Guan Cun Street, Hai Dian District, Beijing, P.R. China
홈페이지  http://www.bit.edu.cn(본교)
            http://isc.bit.edu.cn(본교 유학생센터)
            Shewai예과(한국어 공식 Web)  http://cafe.naver.com/bitp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