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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대학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입시형태
중국 종합대학순위 9위의 명문대학에 도전하세요!

중국국립산동대학은 중국교육부지정 한국교육교류중점대학으로

글로벌한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특별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재학기간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입학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 대학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글로벌한 인생을 계획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 1. 입학특전: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학생신분으로 3월 입학(HSK 면제 해택)

◈ 2. 안전성: 중도에 낙오될 확률이 아주 작음(졸업 시까지 현지에서의 철저한 관리 및 지도)

◈ 3. 비용: 국내 대학 등록금 수준으로 학비, 입학금,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보험료, 운영비 등

국내대학 비용보다 저렴하게 모두 해결

산동대학교 글로벌 입학생 혜택



大家好! 我是山东大学(威海) 校长刘建亚。

山东大学(威海) 是一所充满着蓬勃活力的大学, 也是一所传承着中国传统文化血脉的大学。

我校在秉承着高校为国家培养栋梁之才的责任和使命的同时, 也非常重视走出国门, 加强交流，是中国教育

部指定的对韩教育交流重点大学。

我校设有所有教学科目, 是一所重视学生人格修养和学术培养的综合性大学。

我校在提高学生们的专业知识与技术的同时, 还注重培养学生们的责任感。实事求是, 追求质量，是我校教

育的承诺。

我可以自信地说, 山东大学(威海) 是走出国门, 迈向世界的、名副其实的世界一流大学之一。

亲爱的各位同学, 这本小册子向大家介绍了我校正在推进的项目。我相信, 这其中的每一个项目、每一个细

节都会带给大家无限的感动、难忘的记忆, 以及对未来的憧憬和展望。

同时, 我认为大家已经充分具备了可以在中国, 在山东大学(威海) 学习、生活和工作的能力。你们的加入

为我校注入了新鲜血液和新的活力, 你们的到来也必将使我校的校园文化生活更加丰富多彩。谢谢！

山東大學(威海) 總長刘建亚 (LIU JIAN YA)

안녕하십니까? 산동대학교(웨이하이) 총장 유건아입니다.

산동대학교(웨이하이)는 젊은 활기가 충만한 대학이며 동시에 중국에서도 전통과 문화의 혈맥이 흐르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꿋꿋이 지켜나가며 동시에 국제화 개방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중국 교육부에서 대(對)한국교육교류중점대학으로 지정 받은 대학입니다. 또한

모든 교과목이 완전히 갖추어진 종합대학이며 인격수양과 교양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특색 있는 대학입

니다. 우리대학은 학생들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며 학생들의 책임감 향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정신과, 질 높은 서비스 부문을 우리대학 역점사항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

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명실공히 중국 내에서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입니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 책자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에서도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깊은 감동과, 잊기 힘든 좋은 추억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

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중국 산동대학교(웨이하이)에 와서 공부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오셔서 이 학교를 더 활기차고 아름답고 원기 왕성

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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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전형일정 - 상시모집(선착순 마감)

본 전형은 국내 수능시험과 무관하므로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지원을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하

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이는 졸업 후 바로 3월에 중국 산동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고교 3학년 수학기간동

안 중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상시모집으로 전형을 실시한다. 본교에서 정

한 인원의 합격자가 마무리 되는대로 전형을 마감한다.

선발인원
ㆍ 100명

제출서류
ㆍ 입학지원서 1부 - 양식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사진부착)

ㆍ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1부

ㆍ 재학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ㆍ검정고시 합격자는졸업증명서대신교육청이발급한합격증ㆍ성적증명서

ㆍ 반명함판 사진 4장

ㆍ 학교장 추천서(본교와협약고교 출신 학생에한함(양식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지원방법
가. 우편접수
ㆍ 우편접수는한국본부홈페이지(www.shandong-univ.kr)에접속하여 『입학안내』에서입학지원서와추천

서를 다운로드받아 내용을작성하고 제출서류는우편으로발송해 주시기바랍니다.

나. 방문접수
ㆍ 국립산동대학국제교류처한국본부로방문하시어서류 작성 및 접수하기바랍니다.

※ 입시원서접수처 : (우: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74, KT 퇴계원지사 3층 산동대학 입학관리처

면접전형접수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입학우편 / 방문 접수

전형절차

※ 특기자(어학, 표창, 봉사, 추천서 등) 가산점 부여전형방법

전형방법 비 율 세부내용

서류전형 30%
가. 고교내신성적(학생생활기록부 1, 2학년 내신평가)

나. 학생활동상황 등 비교 및 부분평가

면접전형 70%
가. 개별면접

나. 중국 산동대학 적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성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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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내 Shandong University

도시정보

Shandong National University at Weihai

산동대학교 웨이하이캠퍼스는 중국의 아름다운 바다 도시,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자리잡고 있다. 웨이하이

시는 UNESCO에서 가장 살기좋은 청정해변도시로 지정 받을 만큼 사람살기 좋은 곳이며, 일차적으로 중

국 국가급 위생도시라고 상까지 수여 받았고 중국 제일의 위생도시이기도 하다.

웨이하이시는 웨이하이웨이[威海衛]라고도 한다. 산동반도의 끝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사계절 분명하면서

도 여름에 무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좋은 도시다. 웨이하이시 해안선은 1,000Km

로 총 산동성 해안선의 1/3이며 아름다운 풍경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수는 약 300만명이고 한국인회와 한

국상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현급 룽청시(荣成市, 영성시)에는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張保辜)

가 건립한 적산법화원(赤山法华院)이 1988년 중건되었고 1994.7.25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

여 장보고기념탑에 친필로 '張保辜紀念塔'이라는 글을 남겼다. 웨이하이시(威海市)-전라남도 여수시

(1995.2), 현급 룽청시(荣成市, 영성시)-전라남도 완도군(1996.5), 현급 루산시(乳山市, 유산시)-경기도 하남

시(2005.10)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또한 웨이하이시(威海市)-경기도 부천시(2000.1)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2007.6), 환추이구(环翠区, 환취구)-

인천광역시 중구(1997.7), 현급 원덩시(文登市, 문등시)-인천광역시 부평구(1997.4), 울산광역시 울주군

(2001.12), 충청남도 천안시(2002.11), 경기도 시흥시(2006.9), 현급 룽청시(荣成市, 영성시)-경상남도 통영

시(1997.7), 충청북도 옥천군(1998,9), 경기도 평택시(1999.8) 사이에 우호교류협정도 체결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웨이하이시(威海市)(중국행정구획총람, 2010. 8. 1., 도서출판 황매희)는 우월한 지리 입

지로 국내외 교통이 편리하다. 한국까지 360Km 밖에 안 되는 웨이하이시는 한국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다.

중국 수도인 북경, 산동성정부소재지인 제남, 그리고 한국의 인천까지 직행 비행기로 1시간 내외 소요되며

산동반도의 고속전철망으로 인해 청도와 연태까지도 1시간쯤 걸리는 ‘한시간 생활권’은 유학생들에게 보

다 더 편리한 생활과 외출을 즐기게 한다.

웨이하이(威海)

3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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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중국관련 최고 전문가 양성

The Shandong University of China

「산동대학(웨이하이)은 중국의 명문대에 걸맞는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완벽한 언어구사와 전공지식 습득

및 중국국립 산동대학 정규학사를 취득함과 동시통역, 리더교육, 스피치, 컴퓨터 활용, PT스킬, 무역영어,

무역실무, 취업 박람회, 면접 소양교육 등을 교육시켜 사회에 나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특화교육을

병행함과 동시에 인맥이 가장 중요시되는 중국에서 중국명문대학 동문과의 시스템화된 인맥관리를 통한

인맥형성으로 중국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한국 내에서의 재 한국 산

동대학 동문회가 준비되어 있어 졸업 후 국내에서도 정계, 재계, 경제계 등 여러 분야에 있는 선배들의 관

계를 활용하여 많은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排 名 大学名称 类 型 学校数

1 北京大学 综合 194

2 浙江大学 综合 194

3 武汉大学 综合 194

4 复旦大学 综合 194

5 南京大学 综合 194

6 吉林大学 综合 194

7 中山大学 综合 194

8 四川大学 综合 194

9 山东大学 综合 194

10 南开大学 综合 194

11 厦门大学 综合 194

12 兰州大学 综合 194

13 苏州大学 综合 194

14 西南大学 综合 194

15 郑州大学 综合 194

16 西北大学 综合 194

17 上海大学 综合 194

18 江南大学 综合 194

19 云南大学 综合 194

20 暨南大学 综合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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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중국교육부지정 한국교육교류중점대학)

학교개요

2016-2017年中国各类大学竞争力排行榜 1901년에 설립된 국립 산동대학교는 중국

교육부 직속의 중점 종합대학이며 중국 정

부에서 시행한“211공정”과 “985공정”에서 1

차로 선발된 최고의 우수대학이다. 산동대

학교는 산동성 정부소재지인 제남, 웨이하

이, 청도 등 3개의 도시에 8개의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재학 본과생은

41,437명 , 대학원생 16,034명 , 국제학생

1,737명 등 총 7만1천명에 이른다. 중국내

학과 계열이 가장 많은 대학 중의 하나이며

중국에서 대표적인 종합대학교이다.

산동대학교는 부지 면적이 20,000㎡인

도서관에 중국어 및 외국어 책이 130만권,

전자책 250만권, 간행물 2,400여 종류, 문헌

데이터베이스 80여개 , 열람석 2,000여개,

정보검색기계 1,000개 가까이 있다.

선진적인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실험실

63개 , 멀티미디어실 100여개 , 시청각실

25개가 있다 . 대형 학술 특강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큰 강당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국제수준 대형 육상경기를

개최 가능한 종합운동장과 실외 축구장 ,

테니스장 , 농구장은 운동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특색 있는 분식점

등은 한국음식 등 우리 입맛에 맞을 것이다.

산동대학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러시아, 호주, 한국, 일본 그리

고 중국 대만과 홍콩 등 12개 나라와 지역

의 74여개 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외

교환 프로젝트로 다양한 국제 학교 운영체

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중국 약 3,000개 대학 중 2016년 종합대학 순위 9위 대학

② 북경대학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된 국립대학(1901년 개교)

③ 현 재학생 수가 7만1천명에 이르는 초대형 대학

④ 대학에 2개의 천문대를 보유한 중국의 유일한 대학

⑤ 산동성(인구 1억명) 중에서는 110여 년 동안 최고의 대학

⑥ 한국과 가장 가까우며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여

한국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⑦ 중국 교육부 직속의 대 한국교육교류중점대학으로 한국

에 가장 특화시켜 운영하는 대학

객관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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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소개 및 캠퍼스

학부 과정

단과대학 학과 단과대학 학 과

한국학대학 한국어

해양대학

생물학과

경상대학

금융학 생물기술

보험 약학(해양생물제약)

국제경제와 무역 해양생물자원과 환경

회계학 응용화학

공상관리

천체물리대학
응용물리학

인적자원관리 천체과학과 기술

마케팅

수학대학

응용수학

관광학 정보와 전산과학

전자상거래 통계학

물류학

공과대학

자동화

법학대학

법학 측정기술

행정학 기계설계와 자동화

사회학 전자정보

문화방송대학

중문학 컴퓨터

신문학 소프트웨어

대외중국어교육 통신

예술대학

미술(서양화, 중국화) 멀티미디어

디자인(조경, 시각)

외국어대학

영어

시각전달 디자인 영어/독일어

음악 영어/프랑스어

무용 영어/스페인어

번역학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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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학교와 MOU 협약고 현황

자매결연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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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특징

특징 및 장점 소개

※1 중국어를 몰라도 바로 국립산동대학의 국제 학생신분으로 3월 입학(HSK 보유자격 기준면제)

※2 중도에 낙오될 확률이 아주 적다. (졸업 시까지 철저한 현지관리 및 지도)

※3 한국의 등록금 수준으로 기숙사비, 학비, 식비, 교재비, 보험료, 과정운영비 등 모두를 해결

▶ 중국의 약 3,000개 대학 중 종합대학 순위 9위에 랭크되어있는 초일류 국립대학

▶ 북경대학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된 국립대학

▶ 110여년 전통의 총 재학생수 7만1천명.의 초대형 대학

▶ 산동성(중국전체 성중 두번째로 많은 인구 약 1억명)에서 최고의 명문대학

▶ 대학 내 2개의 천문대를 보유한 중국의 유일한 대학

▶ 중국의 국립산동대학교의 국제학생과정으로 개설된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

▶ 동시통역, 리더교육, 스피치, 컴퓨터 활용, PT스킬, 무역영어, 실무, 취업 박람회, 면접 소양교육 등 교육

을 통하여 최고 인재 양성 과정 실시

▶ 산동성에 한국 중국진출기업 5만여개 중 60% 이상인 3만여개의 한국기업이 유치되어 있어 취업기회

가 가장 많은 대학(한국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회)

▶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랭귀지과정 없이 바로 국제학생으로 입학하고 대학의 학적을 취득하여 학

점을 이수, 중국 교육부 정규 학사 취득과정(내신성적 보다 인성, 성실성, 의지력 위주 선발)

▶ 졸업시까지 기숙사제공, 집중적인 교육시스템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성공적인 유학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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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및 특징

교육과정 소개

구 분 1학기 ~ 8학기 9학기 ~ 졸업논문

교육과정 산동대학 교양, 전공 학점이수 산동대학 논문 학점이수

이수학점 산동대학 학점 취득 산동대학 논문 학점취득

교 과 목 어학 / 전공영역 전공영역

교양, 전공 학점이수, 논문작성

(별도교육): 동시통역, 리더교육, 스피치, 컴퓨터 활용, PT스킬, 
무역영어, 실무, 취업 박람회, 면접 소양교육

3월 입학 6월 졸업
국내 / 국외 대학원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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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역사 및 비젼

♣ 1901년 국립산동대학교 개교(청나라 시절)

♣ 1984년 웨이하이캠퍼스 개교

♣ 2016년 9월 청도캠퍼스 개교(제남 캠퍼스 이공대학 청도로 이전)

♣ 가장 사람살기 좋은 청정해변도시(UNESCO 지정) 웨이하이시에 위치

♣ 110여년 역사의 명문 국립산동대학교의 중요 캠퍼스(제남, 위해, 청도)

♣ 산동대 웨이하이 캠퍼스는 교육부 직속의 거점 종합대학

♣ 중국 최대규모의 대학이며, 최고의 명문대학

♣ 중국 정부에서 시행한 “211공정”과 “985공정”에서 일차적으로 선발된 최우수대학

♣ 중국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교류 중점대학 지정대학

1901-청나라 광서황제 설립교지

1926-산동대학교 정문 1950-중앙교육부 대학인증서

1903-4년제 의학당 설립 1905-산동대학교 1회 졸업장 1911-의과대, 교수기념사진 1924-캐나다유학생 졸업

1951-산동대졸업 주석단 축하 1960-모택동 주석 산동대방문 1964-모택동 주석 산동대친서

1984-산동대 위해켐퍼스 설립 1996-산동공업대학 211공정 2000-산동의대, 공대 통폐합식 2013-미래를 짊어질 산동대 2013.3-산동대학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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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학부모 체험담

안녕하세요? 저는 고1때부터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후원으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

다. 사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흥미와 설레임으로 하지만 그 일에 깊게 들어가면 실증이 나듯이 저도 중국

어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잠시 소홀히 하던 중 ‘대학진학’이라는 부담 하에 다시 공부하게 되어 HSK자격

증도 땄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부족한 탓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낙심하던 찰라, ‘산동대학’을 알게

되어 국제교류처에서 실시하는 면접을 통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어느

나라 언어든 그 나라에서 배울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그렇

듯이 그 나라에 가서 배우면 가장 빨리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저처럼 중국어를 원래 배우

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중국유학에 거리감을 둘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중국에서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론적 학문이 아닌 실질적인 학문으

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좋은 기회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15학번 중문학과
박영은

요즘 중국어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에 좋은 기회를 만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우선 저도 처음에 중국어

에 대해 잘 모르고 와서 걱정도 있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룸메이트인 친구와 복습을 하며 노력을 하니 정말

거짓말같이 금새 늘고 재미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사전적인 단어 말고도

내 또래의 중국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이 유행하는지 가깝게 접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는 바다가 있어 여름에 바다로 가서 단합대회를 하기도 하고, 학교수업이 끝나고 오후에는 자신

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개설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대

회에 나가서 중국과 한국 문화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생활을 통

해 느낀 점은 그 나라의 문화를 몸소 느끼며 언어를 배우니 한국에서 지면으로 배우는 언어공부보다 훨씬 도

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유학보다 더 좋은 점은 자신의 동기들이 생긴다는 점과 관리 속에서 안전하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대학 오면 진짜 친구를 만나기 힘들다는 선입견이 저희에게는 맞지 않는 속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타지에서

서로를 의지하다 보니 좀 더 진실로 대하고 다가가다 보니 서로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해주시는 선

생님도 학생들 한명한명에게 관심을 쏟으셔서 친근하게 대해주시는데요. 학생들이 아프면 먼저 신경 써주시고 아프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컨디션은 괜찮은지 매일 방 순회를 도시면서 담소를 나누고는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처 교수님들과 많은 회의

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출석 관리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말 요즘 중국어가 대세인 시

기에 적절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으로 유학을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14학번 중문학과
우희진

14학번 신문학과
김영준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중국에 오기전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이과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산
동대는 새로운 세계와 특별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인 학생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생활
을 어찌 한국인들끼리만 살아가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학교광장, 마트, 운동장 등 캠퍼스 내에
서 비슷한 취향의 중국인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이 통하다 보니 학기초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하
나씩 배우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실력은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늘었고 중국에 온지 6개월부터는
어려움 없이 중국인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더군요.
수업이라는 것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회화에 빨리 능숙해진 학생이 수업
내용도 잘 따라갈 수 있더군요. 1년 6개월을 생활한 저 또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동안 선배님들과 동기

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느낀 생활팁들을 알려드리자면 한국인중심으로 몰려다니려 하기 보다는 되도록 빨리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중국인친구를 만나서 많은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생들끼리는 낯선 곳, 외국에 있는 이곳에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끈
끈하게 뭉치게 되어있습니다. 함께하는 선배님들,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며 많은 중국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
려움 없이 중국어는 물론이고 중국 각 지방의 문화와 특색까지 이해하는 중국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
아니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느낄 수 없는 끈끈함과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선배들을 믿고 한번 최고의 선택을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중국의 산동대학교를 지원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

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산동대학교를 지원하였고 합

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에도 과연 중국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말이 안통하면 어떻게 하지 등의 걱정

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학하고 난 후 저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언어를

현지에서 직접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친구들과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

다. 비록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훗날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저를 산동대학교로 보내주신 담임선생님과, 항상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국제교류처 한

국본부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15학번 금융학과

김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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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중국 북경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방학 때마다 홈스테이를 하

면서 중국문화와 중국어에 대해 관심이 생겼으며 중문학과를 전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동대학교 입시설명회를 듣고 산동대학교에 관심을 가졌으며 부모님과 학교선생님, 지인들

과 상담을 받고 저는 산동대학교에 입학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3월에 산동대학교에 입학하여 중국에 가기 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오랜 시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중국 산동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홈스테이를 통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여

중국이라는 나라는 낯설지 않았으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저는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음식도 입에 잘 맞았고 1학기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저는 산동대학교에서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요즘은 중국어 공부가 너무 재미

있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꿈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더 넓은 무대에서 나의 꿈을 펼치

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산동대학교 입학은 저의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중국 산동대학교는 제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학교임이 틀림없으며 저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며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면 넓은 생각으로 시야를 넓히고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윤갑희 교장선생님,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희들의 부모가 되어 돌봐주시는 산동대학 국

제교류처 한국본부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15학번 중문학과
김연서

15학번 관광학과
문정현 학부모

산동대학교 방문기
4개월의 첫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아 집에 온 딸 정현이는 남은 방학기간을 대학 기숙사로 돌아가 공부하
겠다고 한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정현이를 따라 가족여행 겸 2박3일의 산동대학교 방문길에 올랐다. 고교 3
년내내 아빠가 등하교를 시켜주던 철없는 청소년이 아닌, 4개월 동안 훌쩍 성숙해진 딸 정현이가 대견스럽다.
[산동대학교.... ] 웨이하이 공항에서 산동대학교로 가는 풍경은 아름다움과 발전이 어우러진 큰 도시였다.
대학교 주변은 식당가와 쇼핑센타 그리고 해변이 있어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학 정문에 우뚝 서있는 레드심볼과 그 뒤로 보이는 높고 큰 도서관 건물이 우리 일행을 반긴다.
이곳이 우리 정현이가 지식과 학문을 넓히고 있는 상아탑이구나!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넓은 캠퍼스는 우리 일행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방학임에도 한밤중까지 대낮처럼
밝혀져 있는 도서관은 학구열에 불타는 산동대학생들을 대변하는듯하여 인상이 깊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어 교수님이 친언니처럼 딸 정현이를 살갑게 반겨주는 것을 보고 감사함이 느껴졌다.
2박3일간 우리 일행이 묵을 기숙사는 다음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지낼 기숙사라고 한다.
새 건물은 아니었지만 넓은방, 학습실, 세탁실 등 공부하고 생활하기에 넉넉한 공간이 마음에 든다.
[가족여행.... ] 중국말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딸 정현이는 산동대학교 주변을 여행시켜 주겠다며 앞장선다.
4개월의 유학생활...그곳 언어를 습득하고 실전에서 사용할 실력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였을텐데 무슨 자신감이
저리도 많은지...의아해하며 뒤를 따랐다. 식당, 관광지, 쇼핑센터 등 2박3일간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아빠로써 느낀 점은 한
마디로 ‘대견함’이였다.
산동대학교 방문과 웨이하이의 여행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아빠, 다음 학기가 끝나면 더 발전해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 꼬옥 안아주었다.
끝으로, 타국 땅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뚜벅이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 아이
들을 위해 대학생활 내내 아빠처럼 때론 엄마처럼 이끌고 돌봐주시며 이런 기회를 주신 김태호 본부장님과 김한성 선생님
께 감사 드립니다.

산동대학교(위해)를 가보기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사진들을 보고 막연히 크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
었는데 직접 가본 대학교는 자연과 건물이 잘 어우러져 제가 상상 했던 것 보다 훨씬 크고 활기가 가득찬 곳
이였고 학생들 또한 명문대 학생답게 표정도 밝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위해시를 가장 사람 살기 좋은 청정해변 도시로 선정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직접 가서 밤하늘
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정말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이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는 최적의 교육환경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딸아이라서 중국에 보내놓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생각보다 깨끗한 기숙사에
서 생활하며 학교에 잘 적응하는 모습과 시내 이곳 저곳을 다니며 가이드 해주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싶
은 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아이를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서 부모처럼 학생들 관리해 주시는 한

국본부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욱더 맘이 놓였습니다.
산동대 방문 시 동행했던 고3인 작은딸 아이도 현재 상시모집에 합격이 되어 열심히 유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발전하는 산동대학에 박수를 보냅니다.

14학번 중문학과
최다예 학부모

*以假亂眞(이가난진)*이란 글귀가 생각났다. 가짜가 판을 쳐 진짜가 힘을 못쓰게 한다는 뜻으로,
그러한 중국에 그것도 다름아닌 아이의 교육을 맡긴 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은 모두 나와 같았을 것이다.
학교시설은 괜찮은지? 기숙사 시설은? 교육커리큘럼은? 등등
의문투성이의 생각을 갖고 애엄마와 함께 다녀왔다.
사업차 예전에 방문했던 중국의 옛모습은 오간데 없고 너무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世界化(세계화)로의
진행형임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담배꽁초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정돈된 도심과 거리, 靑明(청명)한 하늘아래 해안비치를 벗인양 자리잡은 캠퍼
스, 청운의 꿈과 젊은날의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어가기에 뭐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게다가, 人材(인재)확보를 위해 정성을 다 쏟으며,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學文(학문)과 文化(문화), 徳(덕)을 닦
고 또 닦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切磋琢磨(절차탁마)케 하시는 한국본부 선생님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미소

가득한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
큰 깨달음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으니 유학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자기생각과 자기주장이 있는
아이들로 거듭나는 다시없는 기회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이쯤 되면, 巨木(거목)으로의 변신은 아이들 자신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5학번 중문학과
임종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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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자주 받는 질문

※ 산동대학에 유학 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한국대학의 등록금 정도로 중국 산동대학의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보험료, 교재비, 운영비 등 모두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전공학과별로 조금씩 차이 있음)

※ 중국어를 몰라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네 입학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은 바로 산동대학에 국제학생입학 후 학번과 학생증

을 부여 받고 학사일정을 진행합니다.(수준별 맞춤교육함, HSK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점 부여)

HSK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는 4,5,6급이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절대 중국 교수님들

의 강의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어를 몰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올려서 전공학과 과목 수강 단계를 진입시켜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

니다. 단, 졸업시까지 100% 기숙사 생활과 철저하게 관리운영되는 관리시스템에 잘 따라 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HSK가 없더라도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본 과정의 졸업자격 취득학점은 군사학, 공산당 및 이념에 관련된 과목, 체육 등을 제외한 120~140학점

(전공학과별로 차이 있음) 취득으로 중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한국 입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본 전형은 한국입시제도인 수능시험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입시전형(산동대학교 신입학생선발 기준)입

니다. 따라서 본 전형과 한국대학의 입시전형에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는 두 과정 중 지원자가 선택한 과정

으로 진학하면 됩니다.

※ 면접이 70%인데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여야 합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면접에서는 내신성적보다 '인성', '성실성', '의지력' 등의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유학으로 인한 군 징집연기 및 휴학 후 군입대, 복학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 대학생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계속 공부를 원하시면 징집연기가 가능합니다.

※ 입학하게 되면 수업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입학하자 마자 바로 국제학생으로 입학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단, 입학식 후 개별적으로 중국어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수준별 분반을 통하여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학기동안 중국어 각 과목을 수강하게

되며, 대신 국제학생이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받으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

준까지 올려서 전공을 듣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최고의 안정적 유학이 가능합니다.

※ 장학금 제도

- 산동대학교 장학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성적우수장학금, 공로장학금 등 준비되어 있으며 아

주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다른 해외유학과의 차별성은 어떤가요?

- 우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왕복거리나 시간, 비용에 있어 국내 다른 지방 대학에 재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유학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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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교통정보

출발지 목적지 항공사 편명 교통방법

인천공항 위해

제주항공 7C8503
공항에서 

산동대학까지 

시간 소요 1

매일운항

대한항공 KE5849, KE839

중국동방항공 MU2018, MU8363

아시아나항공 OZ309

중국국제항공 CA5008

김해공항 연태 중국동방항공 MU2782
공항버스 

위해까지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위해항
위동항운

교통항운
매일

학교까지

시간 분 소요1 30

대산항 용정항 년 운항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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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개황

산동성의 중국 역사적 의미

산동성은 중국동부 연해, 황하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의 수도

인 북경과 중국 최대의 상업 및 문화 중심지, 항구도시 상해 사이에

자리 잡고,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육지

면적은 15.67만㎢, 해안선 길이는 3,100㎞가 넘고, 인구는 1억 명이

다.

산동성은 예로부터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다.

춘추전국시기(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와 서주 시대의 가장 큰

분봉국인 제국과 노국은 현재 산동지역에 있다. 제, 노 두 나라의

경제, 문화, 정치의 발달은 중국 역사상 커다란 영향을 끼쳐, 산동을

“제노”라고 일컫게 되었고 “魯”라는 글자가 산동성의 약칭이 되었

다.

이곳에서 공자, 맹자, 제갈공명, 왕희지 등 많은 인물이 태어났고,

태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며, 황하강은 이곳을 통해 바다로 유

입된다.

또한 이곳은 최초의 중국 문자와 강단(강연 장소)이 있고, 중국 최

초의 도시국가와 가장 오래된 장성이 있다. 이곳은 또한 도자기와

비단의 발원지이다.

산동은 중화민족의 시조인 “헌원황제”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중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명인사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다.

위대한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공자가 창조한 유가 학설은, 중국 전

통문화의 근간이면서 전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대의 유

명한 군사가인 손무의 《손자병법》은 지금까지 여전히 국내외 군사

전략 분야와 비즈니스계에서 경전으로 떠받들고 있다. 그 밖에도

공자에 버금가는 성인 맹자, 과학의 성인인 묵자, 서예의 성인인 왕

희지, 의술의 성인인 편작, 최고의 건축가인 노반, 최고의 농업가인

가사협, 중국 고대 지략가의 대명사인 제갈량, 세계 최고의 단편 소

설가인 포송령 등이 산동에서 태어났다.

孔子

孟子

王羲之

諸葛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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