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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세계화를 대표하는 도시인 상해에, 미국의 

우수한 공학교육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재를 배양 

하는데 초점을 둔 미시건대-상해교통대 조인트 

인스티튜트(UM-SJTU JI)를 여러분에게 소개 

하고자 합니다. 

 

JI는 미국의 미시건대학(앤아버)과 중국의 상해 

교통대학의 협력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두 

대학 모두 각국에서 공학부문의 일류 대학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10년 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세워진 이래, 

JI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우수한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활동하던 

탄탄한 교수진을 통해 시작되어, 현재는중국을 넘어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적환경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있는 리더를 배양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며, 미시건대학의 교과 과정에 기반을 둔 실기위주의 

학습방법을 통하여 최첨단의 공학교육 뿐 아니라 문화적 포용성,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팀웍과 리더쉽 등 다양한 소프트 스킬도 중요시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꾸준한 발전을 통해 JI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내 최초로 뉴욕에 위치한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IE)로부터 국제창의고등교육 부문의 명망 높은 앤듀루 

헤스켈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UM-SJTU JI내 전 과정이ABET 

인가를 받아 미국의 대표적인 공학대학 과정과 대등한 수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에 기반하여 미시건대학과 상해교통대는 JI의 미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비전에 힘입어 앞으로 더 흥미 진진한 발전의 

기회가 JI에 주어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시대에 저희와 함께 밝은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UM-SJTU Joint Institute학장 
Prof. Peisen Huang

조인트 인스티튜트 소개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2017년 U.S. NEWS & World Report 랭킹:

●   글로벌 대학 17위
●   공학 종합5위 
●   기계 공학6위
●   전자/컴퓨터 공학6위
●   재료공학 4위

상해교통대학교(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2017년QS World University 랭킹:

●   글로벌 대학70위
●   기계, 항공 및 제조 공학 전공 31위
●   재료 과학 전공 31위
●   전기/전자 공학 45위

조인트 인스티튜트 (UM-SJTU JI)
●   2006년 중국 정부와 양 대학의 지원하에 설립
●   중국내 최초로 Andrew Heiskell Award 수상
●   세계 수준의 교수진
●   전과정 영어 수업
●   미시건 대학의 최첨단 교육 프로그램
●   기계공학 컴퓨터전자공학 부문 ABET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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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인사말



SJTU 캠퍼스
JI는 상해 남서 지역에 있는 상해 교통대학 민항 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35km2 에 달하는 캠퍼스는 드넓은 잔디밭, 숲과 나무들, 

호수를 배경으로 마치 중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방불케 합니다. 최신 

연구시설과 교육 시설을 포함하여 학생 기숙사 건물들이 캠퍼스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병원, 우체국, 은행, 학생 지원 센터,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편리한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이
상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도시 중 하나이며, 중국의 발전을 

대표하는 대도시면서도 중국내 최고의 치안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또한 

상하이는 동, 서양을 아우르는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자랑합니다.

포춘(The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나 연구센터를 상하이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학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NDOOR STADIUM SJTU GATE

DINING HALL INDOOR GYMNA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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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겨울 유학프로그렘
●   독일 베를린 공과 대학교

●   스페인 나비라 대학교

●   호주 에들레이트 댜학교

●   프랑스 토르 공과 대학교

●   캐나다 맥길 대학교    
●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JI에서 4년 동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상해 교통대 로부터 전공 
선택에 따라서 기계공학(ME), 
컴퓨터공학(ECE), 재료과학 또는 
재료공학(MSE)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UM-SJTU 복수학위 프로그램
복수프로그렘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보통 JI에서 2년에서 3년, 그리고 

미시건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게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상해교통대(3

개 엔지니어링 전공)와 

미시건대학(15개 공학 전공, 물리학, 

수학)에서 각각 선택한 의 복수 

학위를 취득합니다.

UM-SJTU 순차적 
학부/대학원(SUGS) 이수 
프로그램
JI에서 4년을 공부하고 상해교통대 

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SUGS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SUGS 프로그램 합격 시, UM에서 1

년간의 교육한 후 공학 석사, 혹은 

Ross 비즈니스 스쿨로부터 경영학 

석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JI-KTH 3+2 학사/석사 
프로그램
JI에서 3년 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KTH(스웨덴 왕립대학)에서 2년 더 

공부한 후 상해 교통대의 학사 

학위를 받고 KTH의 석사 확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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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제 프로그램

교환 학생 프로그램
●   국제 엔지니어링 교육 교환학생

      (Global E3)
●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9개 캠퍼스

●   핀란드 라펜란타 테크놀리지 
    대학교

●   독일 뮌헨 테크니컬 대학교

●   독일 프리디리히-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   호주 린츠 요하네스-케플러 
    대학교

●   다수 상해교통대 협력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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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정상급 교수진
JI는 세계각국에서 온 교수진으로 

진정한 글로벌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학과 과학 분야 교수진은 

하바드, MIT, Stanford, 미시건대학, 

UC Berkeley, 콜럼비아, 프린스턴 등 

세계 최정상 대학교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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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 Silva 

(전기/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그리는 대학 생활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환경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 JI에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저는 JI에 다니는 것이 

행복합니다.

Muhammad Ghazan 
Khattak
 (기계공학과)
파키스탄과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JI가족들 

덕분에 저에게는 매우 뜻 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친절한 학생들, 

캠퍼스 내의 다양한 과외 

활동은 평범했던 저의 삶을 

흥미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Richard Murray 

(전기/컴퓨터 공학과)

JI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주저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던지 

JI는 신선한 경험을 주는 곳 

입니다. JI안에 있는 것 

만으로도무수한 가능성이 

발견되는 곳이예요. 

Ashley Ng
(전기/컴퓨터 공학과)

JI학생으로 있으면서 매일 

영어로 수업을 듣고 외국 

교수들과 전문분야의 대화를 

하고, 다른 학생들과 새로운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저는 

너무 재미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느끼는 좋은 경험이 되어 너무 

고맙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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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스텐포드 대학교

UC 버클리 대학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미시간 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캠퍼스

퍼듀 대학교 
택사스 대학교-오스틴 
텍사스 농업기술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고

프린스턴 대학교

노스웨스트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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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9

2

40

390

24

14

12

15

12

46

17

47

26

32

7

5

25

5

자동차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컨설팅 

전자기술

금융 

정부 및 교육

제조 

연구 개발 

23% 3% 8% 5%

3% 11% 9% 9% 29%

졸업자 수
미국대학원

    미국톱10공과 대학원

    미국톱20공과 대학원

기타 외국 대학원

중국 대학원

취업률

1531

1040

  (571)

  (793)

82

112

297

67.9%

(37.3%)

(51.8%)

5.4%

7.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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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진학 학교 2010-2016
2010년-2016년 졸업생 진로 현황

취업 결과 2010-2016



학자금지원과 장학금입학 안내
원서 접수 마감인
조기 지원:11월 15일

정시 지원: 4월 15일

제출서류
시험 성적
●  SAT(JI코드:6563) 혹은  ACT(JI코드:6983, Writing 포함)

*  SAT나 ACT성적을 국가별 학력고사 (한국의 경우 수학B 점수가 포함된 
수능점수)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ji-intadm@sjtu.edu.cn email으로 
연학하세요.

●  TOEFL(iBT)(JI코드:6210) 또는 iELTS 점수(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  TOEFL(iBT) 성적은 총 합산 점수가 84점 이상(듣기, 독해, 말하기, 쓰기 등 각 
과목은 점수가 21점 이상).

*  IELTS는 6점 이상.

추천서
진학 지도 교사와 학과목 교사의 추천서 각각 1통씩 2통

고교 성적표

JI는 수학, 물리, 화학 등 공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원자가 진학했던 고등학교로부터 영문으로 된 공식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금 및 기타 경비
                                  $12500.00

                            $4650.00

                            $300.00

위 사항들은 예상된 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료
원서 접수료는 $75.00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
https://apply.commonapp.org/Login?ma=699

CONTACT US

WEL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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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숙식비: 

교재 및 기타 비용: 

●   JI 유학생 장학금

●   중국 정부와 상해 정부 장학금

●   기부장학금

●   기업체 후원 장학금

●   조교 수당

기타 과외 활동
JI학생들은 과외 활동 참여에 매우 
활발합니다. JI에는 총 11개 학생회와 10개 
클럽이 있습니다. 더욱이 SJTU 캠퍼스 
내에서는 168개 이상의 다양한 학생회와 
클럽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