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총장인사말
안녕하세요!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는 2000년에 설립되였으며 중국교육부에서 승인한 중국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과 게임학과 전공을 설립한 사립대학교입니다. 학교 현재 재학생은 12,000
명이고, 꼬씬 및 쌍양 두 캠퍼스 총 부지면적은 약 830,000m2이며 전세계에서
애니메이션전공 재학생 규모가 제일 큰 대학교입니다.
개방식 및 학연산일체화을 시행하고있으며, 학산연결을 위한 실천교학플랫폼을
건설하여, 국제화 시야와 혁신 및 응용능력을 갖춘 인재양성를 목표로합니다. 학생들의
재학기간에 실천플랫폼위에서 각자의 재능을 자유로이 발휴하면서 ,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창업기회를 충분히 누릴수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이념을 강화시키고, 실기능력을
향상시켜, 취업경쟁력을 꾸준이 높일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가 당신들의 꿈을
날리는 정신의 가원, 학습에 열중할 수 있는 지식의 전당,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

교훈:자존, 자강, 혁신, 창조
이념:학생, 학부모, 항업, 사회, 국가에 책임지다
특색:개방식 국제화, 교학, 연구 및 산업 일체화, 아이디어 제품 첨단화
핵심문화:혁신, 창조, 창우, 창업

영예:
◆'국가급 애니메이션 교육 연구 기지'
◆'국가급 애니메이션 산업 기지'
◆ '국가급 문화 산업 시범 기지'
◆'국가급 대학생 혁신 창업 프로젝트 실행 단위'
◆'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십강 애니메이션 교육 단위'
◆제14회 일본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최우수상'
◆중국 애니메이션 업계 최고상 '미후상(美猴奖)'
◆상하이 영화 페스티벌 '백옥란상(白玉兰奖)'
◆ '중국 창의 디자인 연감 금상'
◆국제 공업 디자인 최고 권위상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후보
◆ 중국 캠퍼스 연극페스티벌 최고상 '레퍼토리 우수상'
◆중국 게임제작가 우수상 및 아이디어 우수상
◆ 전국 대학생 광고 예술 대회 일등상
◆중국 대학생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 일등상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신마 트로피' 액션 디자인 최우수상, 작가 우수상(3D 애니메이션 영화 <개구리 왕국>)
◆'제8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애니메이션 최우수상'선발 (3D 애니메이션 영화 <개구리 왕국>)
◆그림으로 보는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그림으로 보는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교육을 위주로 하고, 과학을 지탱으로 하며, 산업을 유도한다'
전략적 제휴 업체

'사상이 있고, 특색이 돋보이며, 잠재력이 무한한 사립대학교이다'
13차 국제급 포럼조직
21차 국제급 대회조직
22개 외국인 전문가 스튜디오
80개 협력대학교(19개 국가 및 지역)
269회 학술보고
343명 객좌교수
1000+차 국내외전문가, 학자 및 대사관, 영사관 공작인원 방문
13000+편 출전작품

장춘인상
장춘은 중국 동북평원 내지에 위치한다. 길림성 성도이며 길림성의 정치, 경제, 문화센터이다.
국내외에서 자동차도시, 삼림도시, 과학기술문화도시로 알려져 있다. 장춘의 경치는 아름답고
시내에 푸른 나무가 그늘을 이룰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에도 부른 바다와 같으며 사계절이
분명하다. 도시 순환 고속 도로의 양측은 길이 90㎞, 너비 550m의 녹화 지대이며 도시의 하나의
아름다운 경치가 되었다. 장춘 시내에서 9㎞ 거리에 위치하는 정월담삼림공원의 면적은
126.5km2이며 아시아 최대의 인공 숲으로 장춘의 큰 폐엽과 같다. 장춘 시민들은 마치 삼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정월담삼림공원에서 제일 좋은 햇빛, 공기, 물이 있다. 장춘시에서 유명한
인문경관이 많다. 예를 들어, 눙안요나라고탑, 항일전쟁시기의 유적, 중국에 현존 3대 궁전 중의
하나인 위만황궁, 위만주국 8개 통치기관 등이 있다. 겨울에 빙설여행은 유명하다. 스키,
스케이트, 눈밭자동차경주할 수 있고, 얼음 조각, 눈 조각 등 빙설예술품도 볼 수 있다.
장춘영화제작소도 장춘에 위치하여 국내외에서 지명도가 높다. 이로 인해 장춘시는 영화도시라고
부른다. 장춘영화제는 장춘의 명성을 전세계로 전파하게 되었다. 장춘 사람들은 겨울에
냉동식품을 먹기 좋아한다. 겨울에 아이스 바, 냉동만두, 냉동과일을 먹으면 특별한 맛이 있다.
겨울 낚시, 온돌은 더욱 지방특생이 있다.

유학프로그램
대학 및 학비
애니메이션예술대학
25000위원/년
만화대학
25000위원/년
게임 및 디지털미디어대학
25000위원/년

전공정보

전공 및 방향
애니메이션 디자인 및 제작
뉴미디어만화
상업회화
디지털미디어기술전공: APP개발기술, 애니메이션기술, 게임개발기술
디지털미디어아트전공: 게임기획, 게임미술
예술 및 과학기술 전공: 가상현실디자인, 인터랙티브 예술
시각커뮤티케이션디자인전공: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디자인대학
22000위원/년

산업디자인전공: 제품조형디자인
의류 및 복식 디자인 전공: 뷰티디자인, 의류디자인
환경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 건축가시화디자인

상품조형대학
22000위원/년
광고대학
22000위원/년

상품디자인
공예미술
시각커뮤티케이션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
광고학전공
영상 촬영 및 제작 전공
방송TV각본연출전공

미디어대하교
22000위원/년

방송TV학전공
인터넷 및 뉴미디어 전공
촬영전공

문화산업관리대학
20000위원/년

마케팅전공: 문화마케팅
문화산업관리전공
연극영상문학전공

영상연극대학
20000위원/년

연극영상미술전공
연기전공
촬영전공
연극영상감독

ㄱ. 학력교육
본과유학 및 2+2프로그램
학교는 애니메이션예술, 만화, 게임, 디자인, 상품조형, 미디어, 광고, 영화, 문화산업관리 9개 단과대학이 있다.
애니메이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시각커뮤니케이션, 산업디자인, 예술 및 과학 기술, 광고학, 방송 및 사회 예술,
인터넷 및 뉴미디어, 영상 촬영 및 제작 등 21개 본과 전공을 개설하였고 예술학, 문학, 공학, 관리학 4개의 학과
부문이 포함된다.
훌륭한 교수진과 완만한 교학시설이 밑받침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충실한다.

ㄴ. 대외교류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이 본과 과정이나 중국어 과정 신청을 통해 학술교류를 할 수 있다.
ㄷ. 단기 학습 및 동하계캠프
(1) 단기 학습과정(학점인증): 중국어 기초 혹은 본과과정 집중수업
(2) 중국문화체험: 중국요리, 종이오림, 중국끈 맺기, 국화, 서예
(3) 전문공작실투어: 2D, 3D,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메이크업, 패션디자인, 포장디자인, 액세서리디자인,
산업공작실 등
(4) 관광: 장백산 1박2일 투어

ㄹ.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유형

필수과목

초급1, 2

기초중국어, 한자와 읽기,
말하기와 정음, 초급 듣기

중급1, 2

중급중국어, 중급읽기,
중급말하기, 중급듣기

고급1, 2

고급중국어, 신문읽기,
고급듣기와 말하기,고급쓰기

여름,
겨울 방학 연수

교양과목

체험활동
중국학생과
교류,
명 승 고 적 관 람 ,
전 통 희 곡 감 상 ,
중국다도, 글짓기경기,
노래자랑대회,
각종
체육대회

HSK지도,
중국어표준어정음,
드로잉, 중국서예,
요리, 태극권 등

중국어 말하기 속성（초급, 중급, 고급）, 중국어 시청,
단기 중국어 강독, 문화체험 등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외국유학생 장학금
재학장학금: 우수한 재학 학력교육 유학생을 대상으로 매년4월에 1명선발하여, 재학장학금 인민폐
총 9600위안을 12달로 나누어 지급한다.
학습비용
학생유형
학력교육

비용
전공정보 참조

중국어과정

5000위안

동하계 캠프

3000위안

기타
1. 접수비: 400위안
2. 식비：
• 학생식당：5-15위안/끼；
• 외부식당：10-15위안/끼
3. 건강검진：399위안（체류허가용）；
4. 보험료：800위안/년；
체류허가신청비：400위안/년
여행비 스스로 부담

기숙사
유형

비용/년(인민폐)

2인실

4800위안

4/6인실

2000위안

비고
독립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공용화장실, 공용세탁기

신청시간
학생유형

신청기간

입학시간

학습기간

학력교육

2월1일-7월1일

9월1일

중국어과정

봄학기 12월1일-2월1일
여름학기 3월1일-5월1일
가을학기 6월1일-8월1일

봄학기 3월1일
여름학기 6월1일
가을학기 9월1일

3개월

동하계 캠프

연중 수시 신청가능

일정에 따름

1주간

2+2프로그램：2년

제출서류

1.
3.
5.
7.
9.

신청서 원본(본교 소정양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교수추천서 원본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2. 재정보증서 원본(본교 소정양식)
4. 성적증명서 원본
6.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혹은 동영상자료
8. 사진(3＊4증명사진) 4매
10. 건강진단서 사본

연락처
Room 1702,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Center,
Jilin Animation Institute,No.2888 Guigu Street,
High-Tech Industry Development Zone,Changchun,China 130012
수신자： 김령/ Kitty Jin
Tel:86-431-87018878, 87019935 | Fax: 86-431-87018878 | Skype：icec_jai
E-mail: animationfa@126.com
| Website：www.jlai.edu.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