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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영국 내에서 창의적 대학의 선두주자 입니다. 본교

서로 협력하는 코스

실무현장 표준 시설 및 장비

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들은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서 가장 창의적인

본머스 예술 대학교의 코스들은 굉장히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실용적입니다. 학교 내 대부분의 교수진은 각자의

창의성 표현과, 선택한 분야의 장비사용법 교육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하며,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경쟁적이고

최대한 편리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캠퍼스

창의력을 요구하는 이 분야에서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내 건물들은 전용 스튜디오, 작업실, 그리고

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과제를 하기에 훌륭한
공간들입니다.

요즘의 역동적인 실무 현장에 맞춰, 학생들의

퍼포먼스 학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국제적 명성을 누리기에 앞서, 상상력과 전문지식
을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해오며 창조적 산업분야에 기여해왔습니다.

5

2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1885년 설립 이래 아트, 디자인, 미디어 그리고

희망분야에 맞게 준비시키는 점은 본머스 예술
대학교 코스들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의 취업률은 현재 영국 내 대학
랭크10위 내에 위치해있습니다.
취업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교육 덕분에, 본머스
예술 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창의적인 산업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교내에서
창의적인 실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기 학과 재학생들은 영화 학과
학생들이 제작하는 영화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 실제
오디션 과정을 거치며, 제작에 필요한 영화 의상과
스타일링을 무대의상과 메이크업 학과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하나의 제작 팀으로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들은 모형제작 학과
학생들과 3-D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자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학과
재학생들은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패션 컬렉션
화보와 패션쇼 촬영에 참여합니다.

많은 유명인이 거쳐간 본머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사진작가Wolfgang Tillmans
은 본머스 예술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공부하였으며,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현대 미술상인 Turner Prize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Academy Awards in Hollywood
오스카 시상식에서 베스트 작품상을 수상한 ‘Slumdog
Millionaire’의 감독, Simon Beaufoy은 BA Film
Production을 전공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명성이 있는 상을 수상 하고 있으며, 201213년도 예외 없이 수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상내역과
소식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aub.ac.uk/news

또한, 학생들이 선택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들
이 사용할 장비가 익숙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도
가장 최신식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의 연결고리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업무와 기술의 변화 측면에서
앞서 가기 위해 산업체들 가까이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덟 개의 학위 코스들은
Creative Skillset Tick을 수상하였습니다. 본머스
예술 대학은 27개만 선택되는 고등 교육기관 중
하나로써, 창조적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수 있는 실무위주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인
Creative Skillset Tick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

숙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본머스

전문과정 코스

대학원 코스(1년 과정)

약 3500명의 풀타임 코스를 듣는 재학생들에게

국제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근교에 알맞은

현재 약 16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본머스는,

— 아트 앤 디자인 디플로마 – 파운데이션 코스

— 애니메이션 제작

제공되는 모든 활동들은 개별적이고 친숙한 방법으로

달성하기까지, 본머스 예술 대학은 여러분들을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작은 도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접근하는 이유는, 본머스 예술 대학에서 현재

세심하게 챙겨드립니다.

보유 중인 3개의 기숙사 중 2개는 캠퍼스 내에

대도시 생활의 단점들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있으며, 본머스와 풀(Poole)은 유명 관광

활기찬 사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바, 클럽 그리고

도시이기에 숙소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레스토랑들이 위치해있습니다.

전세계 약 60개국의 나라에서 온, 450명이 넘는
국제학생 과 유럽 학생들이 다양한 코스를 공부하고
있어서입니다.

본머스 예술 대학은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입 국제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코스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코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스들은 다음

(1년 과정)

— 공연 의상

— 아트, 디자인, 미디어 그리고 영어 연수(6개월

— 현대 공연

과정, 2015년 1월 개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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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국제학생들이 새로운

기숙사 신청 경쟁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본머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본머스를 선호하고 있고,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예술 대학은 지원시기 내에 지원한 국제학생들에게

영국에서 손꼽는 유명 어학연수 기관과 2개의

본머스 예술 대학교의 모든 시설들은 하나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근교에 약 11km길이의

캠퍼스에 위치해있어, 굉장히 친숙하고 따뜻한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 과정을

모래해변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항구가

학부 코스 (3년 과정)

곳으로 느껴집니다. 작업실인 동시에 공부하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업에 필요한 영어와

있습니다. 본머스 근처에 있는 풀(Poole)은 수상

— 연기

강의실이기도 하며,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친구를

공부 방법들을 익힐 수 있도록 전문코스와 워크샵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많은

— 애니메이션 제작

사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 건축 ( 총 5년 과정)

있습니다.

과 같습니다.

코스에 지원하는 방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ub.ac.uk/applyinternational에 있습니다.

— 건축(공간)

— 아트 앤 디자인 디플로마 – 2년 과정

더 많은 정보는www.aub.ac.uk/prehe
에서 참고 하십시오.

— 아트 & 이벤트 매니지먼트
— 상업 사진
— 무대의상 & 공연 디자인

— 디자인 인터렉션
— 패션
— 영화 제작(15개월 과정)
— 순수 미술
— 그래픽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인터렉티브 미디어

— 패션 비즈니스 앤 엔터프라이스
(2014부터 시작되는 새 코스

— 순수 미술

제공합니다.

— 일러스트레이션
— 인테리어 디자인
— 공연 메이크업
— 모델메이킹
— 사진
— 텍스타일
— 시각 디자인
더 자세한 사항은 aub.ac.uk/ba 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aub.ac.uk/ma 에 있습니다

BA (Hons) 3 Years
Postgraduate
MA 1 Year to 15 months
MArch 2 Years
MPhil or PHD 3 Years

입학요건
본머스 예술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학업증명서,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영어점수는 학과에 따라
IELTS 5.0-6.5점을 요구 합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학생들이 미래에 학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프리세셔널 코스를(pre-sessional course)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원 리서치 코스
리서치 과정은 박사과정(3년 코스)을 준비 단계이
며 런던예술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학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니메이션: 역사, 이론과 실무
— 패션: 역사, 이론, 19세기 ~ 현재
— 영화: 영화사, 이론과 실무
— 순수미술: 이론과 실무

단기과정과 여름 코스

— 사진: 역사, 이론, 실무

한 학기에서부터 1년까지도 가능한 학기과정,

— 공간 디자인: 건축, 역사, 이론과 실무

단기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어학원과

Undergraduate

더 자세한 정보는 aub.ac.uk/entry에 있습니다.

— 미술사

2~5주간의 여름 단기과정 등 다양한 창의적인

Foundation (Media or Art) 1Year
Extended Diploma 2 Years

— 아트 매니지먼트 (2014부터 시작되는 새 코스)

대학원 과정 진학 전에 6개월 프리마스터 과정을

— 그래픽 디자인

Pre-Degree Level Courses

— 사진

— 패션
— 영화 제작

Progression Routes of our Courses

학비와 장학혜택
신입 국제학생들을 위하여 £1000이상의 다양한 할인과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8월1일까지 학비를 지불 시 £1000할인
— 해마다 학비 오르지 않음(Full course of study 는 같은
학비 유지)
— 약 £100상당의 무료 공항 마중 서비스
2014년 수업료는 코스에 따라 £10,500 ~ £18,000입니다.
추천해드리는 기숙사와 생활비는 대략 한 달에 £600 정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ub.ac.uk/fees 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aub.ac.uk/res 에 있습니다

함께 English Plush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aub.ac.uk/studyaborad
에 있습니다

*Subject to validation

aub.ac.uk

창의적인 공동체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화통화를 원하시면
Please call the International Office
+44 1202 3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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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보내시려면
international@aub.ac.uk

편지를 보내시려면
International Office
Arts University Bournemouth
Wallisdown
Dorset
BH12 5HH
United Kingdom

온라인으로는
저희 코스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ub.ac.uk
에 있습니다

팔로우하시려면
facebook.com/inspiredAUB
twitter.com/inspireda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