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 는 본교에 와서 기초부터 배웁니다

글로벌시대의 세계 최정상권 명문대학교 / 개교 102주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입학 안내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입학 안내

한국학생 특별 선발 전형



세계 일류로 향하는
중국 국가 중점 글로벌 대학

하얼빈공업대학교

● 1920년 개교(102년 역사), 중국 정부지정 C9 명문대학 그룹 소속 국가 중점대학교

● 글로벌 대학랭킹 전기 전자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3위의 최정상권 대학교(US News & World Report)

● 중국 국가 공업정보화부                        소속 대학교로서 211/985 프로젝트 지정 국가 중점대학교

● 중국정부의 ‘쌍일류(Double First-rate: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건설계획’ 지정대학교

● 중국 최초 시뮬레이션 컴퓨터, 지능바둑, 아크용접 로봇 및 최첨단 시스템 레이더 개발 학교

● 본교내 인공위성 기술연구 중심팀(RCST)에서 총23개의 인공위성을 자체연구 제작, 발사 성공

● 알리바바 데이터 연구소와 산학 협력체 구성, HIT Think Tank(고문단)이 설치된 학교

● 항공우주/이공/인문/사회/경영/전자/컴퓨터/화학등 93개 전공학과가 개설된 명문 종합대학교

● 3개 캠퍼스, 재학생 48,000명, 99개 국가로부터 온 1,800여명의 유학생(한국 유학생은 300여명)

● 전 세계 45개국 479개 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한국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등 포함

● 중국에서 중국 표준어 발음이 가장 정확한 하얼빈시(인구 1000만명)에 위치



학과 분야별 세계랭킹
  -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세계 3위 
  - Engineering : 세계 5위 
  - Mechanical Engineering : 세계 6위 
  - Chemical Engineering : 세계 10위
  - Polymer Science : 세계 10위
  - Biotechnology and Applied Microbiology : 세계 17위
  - Civil Engineering : 세계 20위
  - Computer Science : 세계 22위
  - Energy and Fuels : 세계 24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발표 순위

     - 중국내 대학교 랭킹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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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Global Universities in China : 중국내 대학교 랭킹 12위

    - Best Global Universities in Asia : 아시아 대학교 랭킹 27위 

    -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 세계 대학교 랭킹 203위 

하얼빈공업대학교의 글로벌 랭킹 순위



◎ 중국어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도 본교의 다양한 전공학과중에서 선택 입학신청할 수 있는 기회

◎ 예과 담당 지도교수와 한국주재 입학사정관이 직접 심사(한국 수능 관계없이 학생부 참조하여 수준 맞춤 진로지도)

◎ HSK자격 보유자나 중국어 능력 학생은 예과 수업을 통하여 이공계 학과 적응 능력 향상

◎ 도착후 레벨 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반 편성으로 능력별 수업하며, 4월말에 2차 반 편성하여 심화학습

◎ 일반 어학연수 2년을 압축한 특별 커리큘럼으로 초보자가 중국어와 본과 기초까지 마스터하고 본과 수업 참여

◎ 중국어 모르는 학생이 주 50교시 집중수업 특별 과정을 거쳐 바로 명문대 본과에 입학하는 가장 빠른 길임

◎ 중국 현지에서 예과 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체험하며 수준에 맞는 전공학과로 변경 허용 

◎ 예과 수료시 중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은 중어중문학과로 조정되며 탈락하는 학생은 없음

◎ 중어중문학과 신청 학생으로서 예과 수료시험 성적우수자는 곧바로 2학년으로 편입 우대

◎ 한국어 소통되는 관리 책임자 배치하여 본교 학사생활 조기 적응지원 및 유학생활 고충상담

◎ 외국유학생 전용 기숙사 배정(랜덤), 예과 성적우수생과 자매결연 학교 재학생들에게 본과 장학금 지급

◎ 정규 교과 외에 중국 문화체험 활동 수업 병행, 외국유학생 대상 옥내외 행사에 우선 참가

◎ 학생들 소식 궁금하실 학부모님들 위한 한국어 다음카페 공식웹사이트 개설 http://cafe.daum.net/harbin01

한국학생 특별입학 전형

외국학생의 하얼빈공대 입학요건에는 반드시 중국어 능력 요건인 HSK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한국학생들은 

이와 관계없이 선(先) 입학, 후(後) 중국어 및 본과 예비과정을 배우는 Shewai預科(써와이 예과) 과정을 거쳐 

별도 추가 전형없이 바로 본과 수강을 하도록 하는 본교 특별 입학을 201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본교 입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지금 미리 본교에 입학 신청하여 합격증(입학허가서)을 먼저 교부받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한국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내년 1월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본과 

합격생 신분으로 본교 캠퍼스에서 주간 50교시의 집중도 높은 예과 수업을 마치게 되며 9월에 본과 신학년 

시작시에 앞서 합격한 입학허가서의 본과 전공학부로 이동하여 중국학생들과 같이 수강하게 됩니다.  

초반에 중국에 익숙하지 않을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과 기간에는 한국어 소통되는 관리 

책임자가 배치되고, 전공학과 변경도 1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고3 마치고 본교 캠퍼스에 와서 중국어 기초부터 수업

-한국학생들이 중국 명문대 입학하는 가장 빠른 코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공학과 맞춤형 진로지도

중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HSK자격증이 없는 한국 고교생들을 위한 특별 입학전형

본교 한국학생 특별입학 전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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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공대 
써와이 예과

(1~8월)
Auto Transfer

학부전공
본과

(9월~ )



하얼빈공업대학교 본과 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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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院(학부) 大类专业名称 (전공부문) 本科专业(본과 전공학과) 

航天学院 

항공우주대학  

自动化类  

자동화부문 

自动化 (자동화학과) 

探测制导与控制技术 (탐측제어조종기술학과) 

智能装备与系统（지능형 장비 및 시스템학과） 

复合材料与工程类 

복합재료공학부문 
复合材料与工程 (복합재료공학과) 

飞行器设计与工程类 

항공설계공학부문 

飞行器设计与工程 (항공설계공학과) 

飞行器环境与生命保障工程 (항공환경공학과) 

空间科学与技术 (공간과학기술학과) 

光电工程类 

광전자공정부문 

电子科学与技术 (전자과학기술공학과) 

光电工程类（光学工程方向） 

(광전자공정부문-광학공정방향) 

微电子科学与工程 

마이크로전자공학부문 
微电子科学与工程 (마이크로전자공학과)  

电子与信息工程学院 

전자 및 정보공정대학 

信息与通信工程类 

정보 및 통신전공부문 

通信工程 (통신공학과) 

电子信息工程 (전자정보공학과) 

信息对抗技术 (정보제어기술공학과) 

遥感科学与技术 (원격통신공학과) 

电磁场与无线技术 (자기장통신공학과) 

智能测控工程（지능측정공학과） 

机电工程学院 

전기기계공정대학 

机械类 

기계부문 

机械设计制造及其自动化 (기계자동화학과) 

工业设计 (산업설계학과) 

飞行器制造工程 (항공기제조학과) 

工业工程 (산업학과) 

机械电子工程 (메카트로닉스학과) 

机器人工程 (로봇공학과)  

材料科学与工程学院 

재료과학공정대학 

先进材料与智能成型类 

선진재료 및 지능형성부문 

材料成型及控制工程 (재료제어공학과) 

材料科学与工程 (재료공학과) 

材料物理 (재료물리학과) 

焊接技术与工程 (용접기술 및 공정학과) 

 
  

智能材料与结构（지능재료 및 구조학과） 

电子封装技术 (전자포장기술공학과) 

能源科学与工程学院 

에너지과학 및 

공정대학(4) 

能源动力类 

에너지동력부문 

能源与动力工程 (에너지동력공학과) 

飞行器动力工程 (항공기동력공학과) 

新能源科学与工程 (신 에너지공학과) 

储能科学与工程（에너지저장공학과） 

仪器科学与工程学院 

기구과학 및 공정대학 

(3) 

精密仪器及智能化类 

정밀기기 및 지능화부문 

测控技术与仪器 (관측제어기술 및 기기학과) 

精密仪器 (정밀기기학과) 

智能感知工程 (지능감지공학과) 

电气工程及自动化学院 

전기공정 및 

자동화대학 (2) 

电气工程及其自动化类 

전기자동화부문 

电气工程及其自动化 (전기자동화학과) 

建筑电气与智能化 (전기-건축공학과) 

化工与化学学院 

화학공정 및 화학대학 

功能新材料与化工类 

기능성 신소재 및 화공부문 

高分子材料与工程 (고분자재료공학과) 

化学工程与工艺 (화학공학과) 

新能源材料与器件（신에너지소재부품학과） 

应用化学 (응용화학과) 

化学类 

화학부문 

材料化学 (재료화학과) 

化学 (화학과) 

物理学院 

물리대학  

光电信息科学与工程 

광정보과학공학부문 
光电信息科学与工程 (광정보과학공학과) 

数学学院 

수학대학 

统计学  

통계학부문 
统计学 (통계학과) 

生命科学与技术学院 

생명과학 및 기술대학 

生命科学挑战班 

(생명과학도전반) 

生物技术 (생명기술학과) 

生物工程 (생명공정학과) 

学院(학부) 大类专业名称 (전공부문) 本科专业(본과 전공학과) 
 

经济与管理学院 

경영대학 

经济管理试验班 

경영관리실험반 

信息管理与信息系统 (정보보안학과) 

电子商务 (디지털마케팅학과) 

大数据管理与应用 (빅 데이터관리 및 응용학과) 

工商管理 (경영학과) 

市场营销 (시장마케팅학과) 

会计学 (회계학과) 

财务管理 (재무관리학과) 

金融学 (금융학과) 

国际经济与贸易 (국제경제 및 무역학과) 

  
计算金融 (계산금융학과)  

数字经济（디지털경제학과） 

人文社科与法学学院 

인문사회과학 및 

법학대학 

社会学 사회학 社会学 (사회학과) 

经济学 경제학부문 经济学 (경제학과) 

法学 법학 法学 (법학과) 

汉语言文学 중어중문학 汉语言文学 (중어중문학과) 

土木工程学院 

토목공정대학 

土木类 

토목부문 

土木工程 (토목공정학과) 

智能建造（지능건축학과） 

城市地下空间工程 (도시지하환경공학과) 

工程管理 (산업관리학과) 

环境学院 

환경대학 

给排水科学与工程 

도시배수설계공학부문 

给排水科学与工程 (도시배수설계공학과) 

城市水系统工程（도시물시스템공학과） 

环境科学与工程类 

환경과학공정부문 

环境工程 (환경공학과) 

环境科学 (환경과학과) 

环境生态工程(환경생태공학과) 

建筑学院 

건축대학 

建筑类 

건축부문 

建筑学（五年制）(건축학과 - 5년제) 

智能建筑与建造(지능형 건축 및 건설학과) 

城乡规划（五年制）(도시개발공학과 - 5년제) 

风景园林（五年制）(경관학과 - 5년제) 

建筑环境与能源应用工程  

(건축환경 및 에너지응용공정학과) 

数字媒体技术 (디지털미디어기술학과) 

设计学类 

설계부문 

数字媒体艺术 (디지털미디어예술학과) 

环境设计 (환경설계학과) 

交通科学与工程学院 

교통과학 및 공정대학 

道路桥梁、交通工程类 

도로 및 교통공정부문 

道路桥梁与渡河工程 (도로-도하설계공학과) 

交通工程 (교통공학과) 

交通设备与控制工程 (교통제어학과) 

计算学部 

컴퓨터학부 

计算机类

 

컴퓨터부문

 

计算机科学与技术 (컴퓨터공학과) 

信息安全 (보안시스템공학과) 

生物信息学 (생명정보학과)  

数据科学与大数据技术  

(데이터과학 및 빅 데이터기술학과) 

物联网工程 (사물인터넷공학과) 

人工智能 (인공지능학과)  

  
软件工程 (소프트웨어공학과) 

网络空间安全（사이버공간안전공학과） 

外国语学院 

외국어대학 

英语 영어 英语 (영어영문학과) 

俄语 러시아어 俄语 (러시아어러문학과) 

日语 일본어 日语 (일어일문학과) 

 



지금 고3인데 중국 유학을 고민해야 하나요?

앞으로의 유학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 정체된 시기를 넘어 미래 재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고3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5년 후에는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더 글로벌화되고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준비되는 인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유학이 가능할까요?

한국 고3 학사일정이 끝나는 내년 1월에 본교에 와서 중국어 기초부터 본과 예비과정에 이르는 한국학생 전용 Shewai예과 

프로그램을 8개월간 이행하고 본과 수업참여를 하게 되므로 중국어를 몰라도 유학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국은 가을학기 

제도이므로 내년 9월에 신학년이 시작됩니다.

하얼빈공대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인데 왜 우리 같은 학생들을 특례로 모집하나요?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교들은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외국 유학생들을 정원외 특례로 선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학 랭킹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도 평가 항목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이 높은 평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전 세계로부터 온 많은 외국유학생들이 SKY등 명문대학교에 수능/내신 관계없이 외국인 특례로 정원외 

입학을 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낯선 이국 캠퍼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학생 특별전형 입학제도는 본교에서 2014년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많은 선배 한국학생들이 이 과정으로 재학중이거나 

이미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있습니다. 특히 예과기간동안에는 중국어에 서투를 한국학생들을 위하여 한국어에 능숙한 

관리책임자가 직접 한국어 소통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유학생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학교 캠퍼스 

생활, 전공학과 안내들을 통하여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어 한국 학생들의 교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대학 다니다가 군 입대로 인한 휴학신청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교는 한국 학생들이 군대 입영을 할 때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가시에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과 

등록후 한 학기 수업이 끝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고 총 2년간의 휴학이 허용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본교 도착후 바로 시작하는 예과는 기초과정부터 시작하므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없으며 수업단계가 높아질수록 

적응도에 애로를 느끼는 학생들을 위하여 4월에 제2차 반편성을 실시하여 레벨에 맞는 강의반으로 재편성합니다. 그 후에도 

전공학과 변경 허용과 적응에 애로를 느끼는 학생의 상담을 통한 계도를 진행합니다. 학교 관련규정에 대하여는 입학시 

교육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결석이 누적되거나 학교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주게 되며 세 번이상의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귀국 조치합니다. 근래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본교 교내에서 실시되는 국내외 다국적 기업을 포한한 유명 기업체의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한국 유학생회에서도 한국 대기업체를 초청하여 한국학생 대상 취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얼빈공대의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내 자매결연 고등학교 지급 기준에 따라 배정되는 ‘자매결연 고등학교 장학금’, 예과 이수성적/출결상황/생활태도를 

반영해서 지급되는 ‘예과 우수학생 장학금(석차에 따라  본과 학비 안분비례 배정)’등이 있으며, 이미 앞서 한국 선배들이 

배정받은 바도 있는 ‘중국 정부 장학금’, ‘본교 우수 유학생 장학금’등이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내용은 맨 뒷 페이지에 표시된 본교 국제교육학원으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한국 예과생 담당 지도교수, 입학사정관에게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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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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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절차 및 학사일정

2022년

2023년

입학사정관/지도교수 면접 및 진로 진학 지도(전공학과 상담) 

입학신청서 접수 – 한국주재 입학사정관/지도교수 또는 본교 직접 접수

입학허가 심사후 합격통지(입학허가서)

합격통지 후 5일이내 합격등록금(1차 학비) 납부

입학허가서(합격증) 원본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집 주소지로 발송, 교부

10월 2차 학비 납부

10월 출국준비: 유학비자 신청용 JW-202 서류 발급 신청

11월 유학비자 발급, 항공권 발권 

12월 최종 출국준비 안내 및 인천공항 집결지 통보

1월 인천공항 집결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 - 본교 책임자 직접 인솔

하얼빈공대 캠퍼스 생활시작-본과합격생 자격으로 본교에서 예과 과정부터 수업 시작 

 -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레벨 테스트 실시후 반 편성

5월초 9일간의 단기방학 실시(일시귀국후 본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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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예과과정 수료, 수료시험 실시 후 한국으로 일시귀국

9월초 다시 중국 입국하여 본교 복귀후 본과 전공학부 등록, 수업개시



본교에� 재학중인

한국� 선배학생들� 모습

처음 본교에 입학해서 중국어 기초도 잘 모르던 한국 학생들이 

하얼빈 캠퍼스에서 예과 8개월을 거쳐 중국어 어학과 본과 

예비과정을 배워가며 중국학생들과 어울리고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활기찬 모습에서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꿈을 그려봅니다. 또한 본교 한국유학생회는 

이국땅에서 서먹해할 우리 한국 후배학생들의 적응을 

위하여 애쓰는 멘토로서 중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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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라이프

본교에는 99개 국가로부터온 1,800여명의 

외국유학생들이 중국학생들(3개 캠퍼스 

약 48,000여명)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 입학하는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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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건강한 한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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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때부터의 본과학비는 매년 9월초에 20,000위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됩니다(최초 입학시에만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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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과는 겨울/여름방학에도 수업하며, 수업시간이 주간 50교시로 본과보다 훨씬 많아서 수업료가 높습니다.

* 위 한국 원화 환산액은 예를들어서 1위안=180원 환율 적용한 개략적인 금액이며 납부일 환율에 따라 다소 변동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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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신청서류 및 학비등

입학신청 자격

입학신청

입학신청시 제출서류

본교(국제교육학원) 또는 한국주재 입학사정관/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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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예정 상황이므로 한국어로 된 서류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금액단위: 중국 인민폐 위안(元)화

예과 및 본과 학비, 기숙사비 등 안내

구   분 적용기간
총 액

(위안화) 내역 구분
금 액 

납 부 시 기
위안화 한화(환산)

예   과

학   비

8개월간

(1월∼8월)
36,000元

1차

2차

잔   금

소   계

선납금

잔   금

소   계

10,000

10,000

16,000

36,000

1,800,000

1,800,000

2,880,000

6,480,000

합격통지후 5일내

10월(jw-202발급)

익년 1월(중국 도착후 납부)

본   과

학   비

매년 납부

 (4년간)
20,000元

4,000

16,000

20,000

720,000

2,880,000

3,600,000

익년 1월(중국 도착후 납부)

익년 9월

1년간 학비임

등록비

기숙사

보  험

식  비

최초입학시

6개월분

1년

재학기간

400元

3,600元

800元

실비

등록비

기숙사비

유학생보험

구내식당

400

3,600

800

실비

72,000

648,000

144,000

-      

익년 1월(중국 도착후 납부)

매 6개월마다 납부

매년 납부(중국 교육부 의무규정)

자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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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한국내 유명 과학고, 외고, 자사고를 비롯한 

100여개 명문고교들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학생들의 본교 탐방 및 체험학습 지원은 물론 장학금 

지급등 한국  고등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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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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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TEL : +86-451-8641-2647

주소 : 11 Siling Street, Harbin 150001 P.R.China

홈페이지  http://www.hit.edu.cn(중문) 

              http://studyathit.hit.edu.cn/kr (한국어)

              http://cafe.daum.net/harbin01(Shewai預科 한국어 W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