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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하계  

   캠프  

   안내 
 

 

 



“중국  최고  피서지인  창춘에서 미래를 바라보자” 
       Enjoy a cool summer in Changch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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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 특설과정이란? 

• 중국 최고의 피서지 - 창춘에서 중국어를 학습하고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  이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을 보다 깊이 이해한다. 

•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에서 12,000여 명의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중국의 

미래도시 창춘을 온 몸으로  체득 

•   오전에는 중국어 수업 + 오후에는 맞춤식 커리큘럼(문화수업 및 체험형  

교육)으로 지린애니메이션대만의 특색있는 실사구시형 교육 체험 

 기대효과 

• 수준별 중국어 교육 및 맞춤식 오후 커리큘럼(문화수업 및 Field Study)  으로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 중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G2로 부상한 리얼 차이나  에 대해 

다각적, 심층적 지식 함양 

• 현지 한국인 교직원들을 통한 생활관리 및 상담으로 보다 안전하고  알찬 

해외 유학생활 



길림애니메이션대는, 
  20 년 역사의 중국 최고급  예술 대학교 가운데 하나로, 
“최우수 애니메이션교육 대학”으로 선정,  
<동문회∙중국대학 예술학 부문 랭킹>   연속 3년 1위 
교직원 1,084여 명, 학생 수 12,000여 명 규모의  종합 사립예술대학
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구비 (총장 장학금, 우수
학생 장학금 등)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소개 

교육의 특장점 
   개방형 국제화, 산학연 일체화, 창작품 고도화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매년 90% 이상 유지 
  

경쟁력 
- 중국대학 중, 최초로 애니메이션학과 개설 
- <동문회∙중국대학 예술학 부문 랭킹>에서 연속 3년 1위 
- 중국대학 중, 최초로 게임학과 개설 
- 중국 교육부로부터 “취업 우수 50대 대학”으로 선정 
- “최우수 애니메이션교육 대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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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개회식 
캠퍼스 투어 

중국어 기초수업 
 

D5 
장춘역으로  이동 
백두산으로 향발 

(고속철) 
백두산   도착 

学生团 
50位国家级奥林
匹克大赛获奖选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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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투어 
중국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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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숙소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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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수업 견학 
중국문화 특강 

 

D6 
백두산 투어 

장춘 복귀(고속철) 

D7 
공항으로  이동 

귀국 



<중국어 기초수업>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에게 마련하는 수업 
 

단기간에 중국어 표준발음과 인사말  습득  

중국어에 대한 취미 함양      
 
※ 기초 수업은 필요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중국 문화 체험 및 활동>  
 

단순한 문화수업이나  일방적인 이론적 지식 전달을 탈피,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해 보며 중국의 문화를 습득  
 
<백두산 투어>  

매력적인 백두산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 등을 탐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체험교육  
 
<산학연 업체 탐방>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 경제와 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학교 기업 탐방 

등을 통하여 실제 비즈니스 현장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함 

중국문화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참가비 
 
• 2500위안 / 1인 
    (접수비,여비, 숙식비 등  포함) 
 

 

※  불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및 비자 신청 비용 

 

 

 



    학교 주변에 OUYA 마트, '치러후이’ 쇼핑몰 

등에서 생필품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① 주변에 생필품 등 구매 가능한 ‘ 마 트 ’

등  이 있나요? 

캠퍼스 내 China Unicom 영업점 등

을 방문하여 구매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③ 중국 USIM카드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장춘시는 북위 43°05’～45°15(참고: 서울  

북위 37°33’)에 위치하고 있고 연 평균온도 

4.6℃입니다. 한국과  비슷지만 아무래도 

한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니 겨울엔 좀 

춥고 여름엔 시원합니다.    

-백두산(북위 41.98°, 동경 128.08°, 높이 

2,744m)은 동북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폭발을 

일으킨 화산이고 연 평균온도 -7. ℃-3 

℃입니다. 

⑤ 장춘과 백두산의 날씨가 어때요? 

교내 학생식당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한

국식 음식(돌솥비빔밥 등)을 먹을 수 있

고 치러후이 쇼핑몰 4층 식당가의 한국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나요? 

 --보통 한국에 있는 중국은행, 중국공상

은행에서 환전 추천 

- 한국 국내 은행에서 발급하는 Union 

Pay(银联卡)가 부착된 카드 추천(농

협通카드 등) 

④ 환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공통사항] 

- 기숙사 각 방마다 <에어컨(냉/온), 
침대, 책상, 옷장, 침구류(베게, 이
불) 등 비치> 

- 인터넷 사용 가능（랜선 자체 준비) 

- 기숙사 건물 내에 자습실과 활동실, 
세탁실 및 조리실 등이 있음. 

 
[기타 사항] 
 
 --  각 객실에 화장실 겸 샤워실 구비 
 
    ※ 기숙사내 전면 금연 

⑥ 기숙사 생활은? 

Q & A  



1인실 2인실 숙소내부 화장실 

국제학생 숙소－1 



휴게실 세탁실 코인식 세탁기 공동주방 

국제학생 숙소－2 



당신의 참여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