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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유학의매력

언어환경

비즈니스

저렴한학비

2020년 10월 27일 NHK 뉴스오하요일본



소프트파워

코로나 19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을때

신속한방역조치에의해정상적인캠퍼스생활
유지





위치 : 타이페이시



학교주변의환경

• 양명산국립공원부근에있음
신선한공기+ 하이킹보도+ 야경

• 옛날미군주둔지 (역사유적)

• 편리한생활기능
우체국 + 학생식당



가까운관광명소

양명산국립공원 스린야시장

국립고궁
박물관

베이터우
온천
박물관



숫자로보는문화대학교

 1962년에창립

 재학생수는 2만 5천명

 13대학및 62학부수업

 수업료연간평균 37만원



문화대를선택해야할이유

다양한프로그램
(13대학、62학부수업、42석사수업、10박사수업)

매력넘치는설비
(도서관、박물관、체육관)

강력한네트워크
(400개교가넘은자매학교체결 、27만명의 OB 및 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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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13）& 학과（62）

1.문과대학

2.이과대학

3.법과대학

4.사회학대학

5.농과대학

6.국제・외국어대학

7.공과대학

8.상학대학

9.예술대학

10.환경디자인대학

11.교육대학

12.신문방송대학

13.체육운동건강대학(2020년설립)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학부수업, 석사수업)

•약 30%의외국인학생

영어프로그램



근년인기많은학과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Sungkyunkuan University



근년인기많은학과



근년인기많은학과



근년인기많은학과

 신문방송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



학기마다선택할수있는중국어수업 20개이상있음+ 특별한중국어무료겅의

무료중국어수업



중국어수업（2021년 9월부터개강예정、조정가능성있음）

무료중국어수업

번호 수업명 번호 수업명

1 초급 중국어 회화1 9 초급 읽기 쓰기

2 초급 중국어 회화2 10 중급 읽기 쓰기

3 초급 중국어 회화3 11 중급 문장 읽기 쓰기

4 초급 중국어 어법 응용1 12 고급 중국어 회화 읽기와 쓰기

5 초급 중국어 어법 응용2 13 고급 중국어 생활 회화

6 중급 중국어 생활 회화1 14 고급 중국어 어법 응용

7 중급 중국어 생활 회화2 15 고급 문장 읽기 쓰기

8 중급 중국어 어법 응용 16 중국어 발음과 말하기 훈련



중국문화강의（2021년 9월부터개강예정、조정가능성있음）

무료중국어강의

번호 강의명

1 중국 문화를 알자

2 중국어 영화 음악 감상

3 중국 무술 입문

4 관광 중국어

5 중국 예술 감상

6 태극권



2.개인수업
개인의요구에맞추어수강가능

3.장학금제도
이어학당을통해서본교에진학할

경우는장학금을수여한다

⒈단체수업
단체수업할인있음

중국문화대학교중국어어학당



세계화 : 400교를넘은자매학교

유럽 54

중국 180

아시아 130

북남미주 37

아프리카 1

태평양국가들과
호주 5



세계화 : 세계를향해서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네팔



세계화 : 다양한이벤트

Switzerland

Italy

Japan Nepal



3개의서포트시스템

도서관

박물관체육관

학생의

학습



도서관

서적 : 170만권이상

저널리즘: 41,469

대만전체 6위사립대학중 2위의서적수



24시간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 대만에서처음으로설립된대학박물관

• 약 6만점의콜렉션이있고대만의사립대학중 1위
• 매년약 50번정도전시회가개최된다



복합체육관

• 사립대학중에규모가가장큰체육관
• 바닥면적：57,000평방미터
• 다양한기능：18항목의스포츠설비



복합체육관



복합체육관



스포츠강호학교

 2020년전국대학야구대회 2연승 역대우승회수 15회

 2020년전국대학운동회

금메달12 , 은메달12 , 동메달17 , 사립대학에서 2위

 프로야구선수를키움



기숙사연간약75만～110만원



학생식당、편의점、약국



회의실



강당

수용인수／좌석수：435



상담실

학생을위한무료상담실



장학금명 자격 장학금내용

1. 전영어코스를
수강하는유학생을
위한장학금과보조

학생：

(1)상위 10％의학생：수업료전액면제
(2)30％의학생：수업료반액면제
(3)10％의학생：보조수당

석사：

(1)상위 20％의학생：수업료전액면제
(2)다음 20％의학생：보조수당

・수업료면제또는보조
（학기마다 27,000～31,500 

대만달러）

・장학금은첫해만제공
・학생은다음년도신청이가능

2. 중국어우수생
장학금

본교화어센터에서중국어코스를듣고
학부에입학한유학생（화교를포함）

최대 2만대만덜러

장학금 ー 입학시



장학금명 자격 장학금내용

1. 성적우수생장학금 학생은학기마다신청이가능
・가을학기：25％의학생
・봄학기：30％의학생
※지난학기지원자의학업성적과반순위에
따라서결정된다

10,000 대만덜러

2. 華岡장학금 학기별등급상위 3등의학생 1위：8,000 대만덜러
2위：5,000 대만덜러
3위：2,000 대만덜러

3. 전영어코스에다니는
유학생을위한장학금과
보조

학생：

(1)상위 10％의학생：수업료전액면제
(2)30％의학생：수업료반액면제
(3)10％의학생：보조수당

석사：

(1) 상위 20％의학생：수업료전액면제
(2) 다음 20％의학생：보조수당

・수업료면제또는보조（학기마다
27,000～31,500 대만덜러）

・장학금은첫해만제공
・학생은다음년도신청이가능

장학금 ー 재학시



중국문화대학의매력

다양한프로그램
(13대학、62학부수업、42석사수업、10박사수업)

매력넘치는설비
(도서관、박물관、체육관)

강력한네트워크
(400개교가넘은자매학교체결 、27만명의 OB 및 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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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정표（2021년가을학기입학、2022년봄학기입학）



•지원할학과를결정하고, 그학과를지원할자격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신청자격은 1-3페이지를보십시오.
①신청자격과지원하는학과를확인

•이하서류를준비하십시오.

•1.여권복사본이나국적을증명할수있는것

•⒉대학신청서와신고서

•⒊졸업증명서

•⒋재력증명서

•⒌언어능력증명서

•⒍성적표

•⒎자기소개서(대학생)이나연구계획(대학원생)

•⒏학과별필요한추가서류

②업로드할필요가있는자료를준비

③온라인신청서를작성함

•필요하는모든서류를온라인으로업로드하십시오.➃신청서류를업로드함

•본교가서류를체크한후신청자에게 Email로통지합니다.➄신청완료통지를받음

⑥합격여부는 CCU 웹사이트에공고된후입학

통지서를신청자에게발송

•신청자는구글양식에서입학확정의향서를빋을예정

•받은날로부터 7일안내에작성하여답장해주시기바랍니다.➆입학확정여부를답장함

신청과정



장래의보다많은기회

중국어모국어인구약 14억명, 비즈니스기회가많다

한자문화권, 화교사회에서능력을살릴수있다

졸업후대만에서즉시취업할수있다



문화대학교와한국

 1. 문화대학교는
한국어학과가있어서, 
한국어학과학생들과
한국인유학생들과의
교류가많다.

 2.한국어학과친구들과의
언어교환을통해중국어
실력을성장시킬수있다.

 3.다양한대만친구들을사귈
수있다.



문화대학교와한국

대만한인유학생회

1. 대만한인총유학생회
대만대, 사범대, 문화대등등
대만내의다양한대학교들이
소속되어있다.
*대만한인총유학생회 (KSUTW) : 
네이버카페
http://naver.me/F3IZxNHt

2. 문화대학교한인유학생회
문화대학교에재학중인선배들에게
많은도움을받을수있다.



문화대학교근처의한국식당

문화대학교근처의한국식당

1. 부자주방父子廚房
중화요리전문점으로짜장, 짬뽕, 탕수육, 

볶음밥등한국중화요리만큼정말맛있고
대만친구들에게도인기가많다. 한국인
사장님이운영하신다.
* 추천메뉴: 짬뽕, 닭갈비, 짜장면

2. 경복관景福館
한식요리전문점으로다양한찌개, 비빔밥, 

갈비탕등등집에서먹던맛으로 문화대학교
한국학생들에게큰힘이되어주고있다. 이곳
역시한국인사장님이운영하시는집이다.
* 추천메뉴: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제육볶음덮밥

부자주방

경복관



조회

중국문화대학교 국제부동아시아과

陳俊安 천쥔안

cja@ulive.pccu.edu.tw

mailto:cja@ulive.pccu.edu.tw


Switzerland

Italy

Japan

자신을바꾸다, 세상이변하다

청춘을무지개빛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수첩

어플리케이션의
웹사이트

연락처
iadmission@pccu.edu.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