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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학생분들에게,
미국 미시건 대학교-중국 상해 교통대 공동 교육기관The University of Michigan 
–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Joint Institute (UM-SJTU JI)은 중국 상해에 
위치해 있는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공학교육 기관입니다. 

UM-SJTU JI는 UM의 핵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일류 대학교들에서 우선적으로 모집된 최정상급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하여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과 공학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성, 협동심, 소통 그리고 지도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 또한 연마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꾸준한 발전을 통해 UM-SJTU JI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학술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국내의 교육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뉴욕에 
위치한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IE)로부터 국제창의고등교육 
부문의 명망높은 앤듀루 헤스켈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UM-SJTU JI내 
전과정이 중국 최초로ABET 인가를 받아 미국의 대표적인 공학대학 과정과 
대등한 수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UM-SJTU JI는 학생들에게 독특하고 풍요로운 교육을 제공함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가치인 I3Q(Internationalization, Interdisciplinarity, 
Innovation, and Quality)를 표본으로하여 혁신적이며 세계적인 비전을 겸비한 
지도자 육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밝은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UM-SJTU Joint Institute학장
Peisen Huang

학장  인사말

파트너 대학교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006년 설립
중국 최초로 고등교육혁신상인 “Andrew Heiskell Award for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수상
세계 일류의 연구 중심 대학교와 동일한 교육 모델 제공
월드 클래스 교수진 
전 과정 영어로 수업
선진화된 미시건 대학교의 교육과정 제공
복수 학사학위와 대학교/대학원, 학/석사 연계 과정 제공
풍부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제공
다국적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과 실무 경험 제공

ABET에게 승인받은 두개의 공학 프로그램

2016년 기준 U.S. NEWS & World Report 순위: 2016년 기준 QS World University 순위:

글로벌 대학 수준 17위
엔지니어링 기술 전공 6위
기계 공학 전공 5위
전기/컴퓨터 공학 전공 7위
재료공학 5위

글로벌 대학 수준 70위
기계, 항공 및 제조 공학 전공 31위
재료 과학 전공 31위
전기 및 전자 공학 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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