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중의약대학
국제학생모집요강

학교소개
천진중의약대학은 1958 년에 설립되었으며,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중의약대학교중의 하나이다.1992 년 국가교육위원회(현재 교육부)에서 허
가한

유일한 중국 전통의약 국제 대학이였다. 천진중의약대학은 중국교

육부의

“대외교육기지”,

“중국-동나마아시아국가간

교육센터”이며,

중국 중의약 관리국의 “중의약 국제 합작기지”,“최초 중의약 국제 합작
전문설립기관”이고,중국 과학기술부의“국가급 국제 연합센터”다.또 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중의학,의학 인문 소질교학 지도위원회 주임기관
및 세계중의학연합회 교육 지도위원회 주임기관이다.
학교에는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교직원이 3600 여명
있으며,그중 중국 공정원 원사 3 명,고급 전문 기술직의 교사 900 여명, 박
사생 지도교수 120 여명,석사생 지도교수 890 여명이 있다.수년 동안,
“도덕적 수양을 높이고 공훈과 업적을 세우며,창의적인 정신을 계승
하자”라는 학교의 교훈을 받들어 석학민,장백예(원사) 등의 걸출한 인재
를 배출하여 전통 중의약 위생사업의 발전 및 중의약 국제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교내에는 침구추나학과 중의내과학의 국가급 중점 학과 2 개,국가 중
의약 관리국 중점 학과 23 개,천진시“125”중점 학과 5 개,4 개의 부속병원
및 5 개의 대학 부속병원이 있다.그 중 제 1 부속병원은 국가중의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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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전국 침구임상연구센터,전국침구임상기지 및 전국성급모범중의병원이
다.제 2 부속병원은 중의 난치병 진료 센터이며,부인과와 뇌질환의 임상 및
과학연구에 큰 이점을

두고있다.그외 부속병원인 보강의원,빈해신구중심

병원 및 기타 대학병원은 중의재활,중의골상,중의 지역사회 의료,중서의
임상 등의 다양한 방면에 진료를 하고 있다.
천진 중의약 대학은 광범위한 국제교류 및 합작을 하고,탄탄한 이론
지식과 임상 능력이 강하고 국제사회에 필요하는 인재 배출에 중점을
두어,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명성을

얻었다.매년

약

60

개

국의

2000 여명의 유학생들이 본교에서 공부를 한다.그 중 학위 취득 교육생이
1000 여명이다.여러 해를 거쳐 천진중의약대학은

유학생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그 중 석사,박사 등의 고급교육 과 장단기 연수의 전통중의약
국제화 인재 배출체계 또한 포괄하고 있다.최근 60 개 국가의 80 여정도의
단과종합대학,병원,과학연구원 등과 합작 및 교류 관계를 형성하였다.이어
국가 교육부의“개발도상국 약용식물 연구 및 개발고급연구반”,교육부의
“아프리카 서의사 침구 고급 연수반”,상무부의 “개발도상국 전통중의약
발전과 관리고급 연수반”,외교부와 교육부의 “아시아 중의약 교육 고급
교사 연수반”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교육부에서 선정한“중앙 아프리
카 20+20 합작계획”의 20 개의 중국측 학교중 하나이다. 또 한“중
국·가나 약용 식물 연구 및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다방면으로
연구 및 합작을 해오고 있다.
현재

천진시

정해구

백호반에

새로운

캠퍼스

를

건설중이며,대

략 2017 년하반기중 일부분 옮길 예정이다. 새로운 캠퍼스의 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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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200m2,건축 면적이 600,000m2 이다.전국 최대의 중의약 박물관,
중약식물원,전국 최신식 중의약 과학 기술원 및 중의약 국제교육 센터가
지어질 예정으로, 학생의 공부와 생활에도 더욱 좋은환경을 제공 할
것이다.

학위취득생
1.입학 신청 조건
①학사생 입학 조건
·외국유학생
·고등학교 졸업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자,만 18 세가 안되는 이는 필히
후견인 공증을 해야함.
②석사생 입학 조건（한 항목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의학사학위 소지자
·비중의전공 학사학위 소지하고 동시에 본국의 중의사 혹은 침구사
자격증 소지자.
·비중의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규정된 의학계열 수업을 이수한 자
·약물학,약물화학,제제,생약학,약리학

혹은

관련

전공학사

학위

소지자(중약전공희방자에 한함).
③박사생 입학 조건（한 항목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의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서의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동시에 본국의 중의사 혹은
침구사 자격증 소지자.
·서의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규정된 의학계열 수업을

3

이수한 자.
·약물학,약물화학,제제,생약학,약리학

혹은

관련

전공석사

학위

소지자(중약전공희방자에 한함).
비고：※영문반 침구추나학 석사,박사 신청자는 의학 혹은 관련 전공
학사,석사학위를 소지해야함.
※외국국적 화교는 반드시 외국국적 취득 최소 4 년이상,근 4 년안에
최소 2 년 국외유학 혹은 거주 경력이 있어야 함.
2.수여증서:박사,석사,학사 학위증서 및 졸업증서/영문부본
3.비용（인민폐）：접수비용：500 위안(元)
①학사생 비용：
매 년 학비：유학생 중문반 25000 위안(元)，영문반 37000 위안(元)
②석사생 비용：
매 년 학비：유학생 중문반 31000 위안(元)，영문반 41000 위안(元)
③박사생 비용：
매 년 학비：유학생 중문반 43000 위안(元)，영문반 53000 위안(元)
※접수비와 학비는 중국은행주식유한회사 천진형명원으로 송금가능.
계좌번호：281760066362，Swift 1 Ban: BKCHCNBJ200
수취인： 천진중의약대학 (天津中医药大学)。
4.전공 및 수업기간：
학사전공：중의학,침구추나학,중서의임상의학*(5 년제),중약학(4 년제)
석사전공：중의기초이론,중의임상기초,중의역사문헌,방제학,중의진단학,중
의내과학,중의외과학,중의골상과학,중의부인과학,중의소아과학,중의이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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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과학,침구추나학* ,중서의결합기초,중서의결합임상,중약학*등(3 년제,학
술형)
박사전공：중의기초이론,중의임상기초,방제학,중의역사문헌,중의진단
학,중의내과학,중의부인과학,중의소아과학,침구추나학*,중서의결합기초,중
서의결합임상,중약학*등(3 년제,학술형)
5.수업언어：중국어,영어(*전공)
6.접수,입학 및 시험기간:
접수 마감 기간：매년 7 월 31 일
입학기간：매년 9 월
시험기간：매년 7 월-8 월 혹은 입학전
등록구비서류：①입학신청서
②최고학력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복사본
③성적표복사본

④여권복사본

⑤기타증명서

⑥증명사진 2 장

7.입학 및 도착신고 과정：
①학교 신청서면 심사 통과 후 등록비 납부(관련 송금영수증 필히
지참).
②학교에서 입학통지서 및 JW202 표(중국비자신청표)를 우편발송.
③신청인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중국대사관(유학생에 한함)에
학생비자신청（X1 혹은 X2）
④중국 입국 후 즉시 학교로 도착하였음을 알리고,30 일이내에 신체
검사인증/재검사 거류허가증 등의 수속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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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1.장기연수
（1）편입연수
과목선택방식：개강 초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 수업시간표에서 본인이
필요 혹은 흥미있는 과목을 선택.
수업언어：중국어
（2）1 년제 영문 침구반
수업
전공명칭

수업기간

수업내용
언어

매 년9월
중의기초,중의진단,경락수혈,추나학,보
부터
침구추나학

건체육,중의문화,침구치료,자구법(刺灸

영어

다음해 6 월
法) 및 임상실습.
까지
(3)중국어 연수
초급,중급
2.단기연수
유형

수업내용

수업기간

중의기초이론,중의진단,경락수혈학,자법구법(
침구반
刺法灸法)학,침구치료학,침구임상강좌
（입문초급반）
침구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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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2 개월

침구치료 질병의 매커니즘
침구반
해설.침구임상실습.주요내용:침구자법(刺法)

1-2 개월

（고급강화반）
기술,특수침치료법,성뇌개교(醒脑开窍法)법.
중의기초,중약학,약선이론과제작,보건추나,
4주

중의양생보건반
경혈안마,양생의학기공.
중약기초이론,중약임상응용,중약약리학

4주

중약학반
중약포제학,중초약 식별과 감정.
중의기초이론,간명중약학,식이요법방(方）소

2주

중의약선반
개,약선이론,약선제작법.
중의미용기초이론,중의미용추나,안면부괄사,
중의미용다이어트
미용추나수법,침구다이어트,주요피부병의

2주

반
치료원칙 및 실습.
전문질병침구추나,중의내과테마강좌 및
4주

테마강좌반
임상실습.
중의기초이론,경락수혈학,추나개론,추나수법,

4주

중의골상추나반
주요 골상과 질병치료,임상실습.
중의전통특색요법

괄사요법,불침요법,자혈(刺血)요법,중의 부황
2주

반

요법.

인체해부실습

인체해부학,국부해부학,계통해부학.

1주

중의학기공이론,기공공법과연습(팔단금,오금
4주

의학기공학
희),의학기공.
태극권반

태극권 공법이론 및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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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임상연수반

4주

중의 각과 임상실습

﹡자체 그룹결성 시 5 명이상 개강.각 계층 학생의 요구와 전공분야
지식수준에 따라 학습내용 및 기간 조정가능.

﹡수업언어：중국어,영어,한국어,일본어,러시아어(직접 외국어수업 혹은
통역사 배치)
3.증서수여
수강완료 후 학교에서 수료증서 수여.
4.학습비용（인민폐/인）
（1）접수비용：500 위안(元)
（2）학비：
1. 장기연수
학습기간

학비（중국어수업）

학비（영어수업）

편입반 선택수강

40 위안(元)/교시×한

50 위안(元)/교시×한과

과목 한시간.

목 한시간

2. 일년제 침구반
학습기간

학비

번역비

1 학기（5 개월이론수업）

12500 위안(元)

4500 위안(元)

2 학기（1 개월이론수업，

16500 위안(元)

7500 위안(元)

3 개월임상실습）

3.중국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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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학비

1 개월

2000 위안(元)

3 개월

5000 위안(元)

한 학기

7000 위안(元)

4. 단기 그룹 연수
전공수업

학비

번역비

1일

330 위안(元)

90 위안(元)

1 주일

1,000 위안(元)

450 위안(元)

1달

3,400 위안(元)

1,800 위안(元)

3 개월

8,300 위안(元)

5,400 위안(元)

임상실습

학비

번역비

1일

330 위안(元)

90 위안(元)

1,200 위안(元)

550 위안(元)

4,200 위안(元)

2,200 위안(元)

1 주일
1 개월
﹡1 주 20-24 교시

﹡교수가 외국어로 강의시 통역비 추가.

문의전화：
천진중의약대 국제교육학원 신입생 모집과
주소：중화인민공화국(중국) 천진시 남개구 옥천루 88 호 300193
中华人民共和国 天津市南开区玉泉路 88 号 300193
전화：86-22-59596555,86-22-27374931
팩스：86-22-273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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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admission@tjutcm.edu.cn；tutcm@hotmail.com
신입생모집사이트

：

http://iec.tjutcm.edu.cn

http://admission.tjutcm.edu.cn/
학교홈페이지：www.tjutcm.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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