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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디자인 미디어 퍼포먼스
KOREAN EDITION

환영합니다
본머스 예술대학교는 아트,
디자인, 미디어, 퍼포먼스
학과에서 수준 높은 시설과 교육을
자랑하며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졸업생을 배출 하였습니다.

왜 본머스 예술대학교 인가:
– 아름다운 영국 남부 해안에 위치
– 뛰어난 현대적 시설
– 예술산업 분야에서 높은 명성
–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한 접근
– 긴밀한 산학연계 과정
– 높은 취업률

뛰어난 시설
본머스 예술대학교는 하나의
캠퍼스에 대략 3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매우 현대적이며
전공하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넓고 현대적인 워크샾
시설과 기능적인 스튜디오들은
가장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머스 예술대학교의 도서관은
영국의 남해안에 가장 큰
예술전문 도서관으로써,
우수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은 또한
대학 자체 플라스틱, 디자인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적인 디자인과
문화를 위한 역동적인 학문과
연구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의 승인 받은 현대
시각 예술 갤러리가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본머스 예술 대학교 소개

정통 영국식

교육을 경험하라

런던

본머스

아름다운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캠퍼스
해안가에 위치한 본머스
예술대학교는 영국의 아름답고
활기찬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황금
바닷가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가로 뽑히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머스는 런던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하나로써 최고의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매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적인 항구를 자랑하는
Poole은 다양한 수중
스포츠를 위한 최상의 입지
조건이며, 프랑스로 가는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머스와 런던은 2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기차와
버스편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한 접근
본머스 예술대학교는 약
3000명의 풀타임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2000명의
파트타임의 수업 듣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60개의 다른
국가에서 약 450여명의
국제 학생들이
본머스 예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학교는 학생들에게

아주 편안한 장소이며
학교의 교수들과 직원들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각 과정은 영국학생과
국제 학생간의 균형 잡힌
비율로 운영되며, 각각의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어우러져 정통 영국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코스

석사과정

한 학기에서부터 1년까지도 가능한 학기
과정과 2~5주간의 섬머 스쿨 까지 다양한
단기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
지역에 있는 어학 학교와 연계하여 English
Plus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기과정과
섬머스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aucb.ac.uk/studyabroad

은 1년 과정입니다

학사 준비 과정
– 1년, 아트, 디자인, 미디어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코스
– 1년, 사진 수료과정
– 2년, 아트&디자인 디플로마 코스

학사 과정
3년 학사 과정

– 연기
– 애니메이션 제작
– 건축
– 아트&이벤트 매니지먼트
– 상업사진
– 의상디자인-공연
– 디지털 미디어 제작
– 패션디자인&기술
– 패션연구
– 순수미술
– 필름제작
– 그래픽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 메이크업-미디어&공연
– 모델메이킹
– 사진
– 텍스타일
–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 건축: 공간 디자인
– 의상
– 현대 공연
– 패션
– 순수미술
– 그래픽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인터렉티브 미디어
– 사진
아래의 세가지 신규 전공들은 2013
년도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검토중)
– 애니메이션 제작
– 아트 매니지먼트 실무
– 영화 제작

연구석사 학위
는 MPhil과 PhD로 이끌어주는 과정으로
3년과정입니다. 연구 석사학위는
런던예술대학교의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학위로 수여 받습니다.
아래의 분야들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 애니메이션
– 패션
– 필름*
– 순수미술
– 미술사
– 사진
– 공간 디자인*
*검토 중

PROGRESSION ROUTES
OF OUR COURSES
Pre-DEGREE LEVEL COURSES
Foundation (Media or Arts)
1 Year
Diploma (Photography)
1 Year
Extended Diploma
2 Years

UNDERGRADUATE
BA (Hons)
3 Years

POSTGRADUATE
MA
1 Year
MArch
2 Years
MPhil or PhD
3 Years

코스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학교 웹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www.aucb.ac.uk

예술 창작 산업에서의
본머스 예술대학교의 명성
본머스 예술 대학교는
예술 창작 사업과 다양한
전문가 코스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본머스
예술대학은 영국대학 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국제 디자인 경연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전시회와 축제
등에서 많은 학생들의 작품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취업률과 성공적인 졸업
본머스 예술대학교의 명성과
졸업한 학생들의 폭넓은
취업의 기회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졸업생 대부분은
전공을 살려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사진전공 졸업생인 Wolfgang
Tillmans은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현대 미술상인 터너상
(the Turner prize)을 수상
하였으며, BA Film Production
을 졸업한 Simon Bysshe는
아카데미 과 BAFTA 수상작인
‘The Hurt Locker’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아트 & 디자인, 미디어 전공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중 하나는 cross
course collaboration 인데
이 협동 코스는 다른 전공과
폭넓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전공
학생들이 영화전공 학생들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하고,
무대의상과정, 모델메이킹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연기전공 학생들에게 의상
등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졸업생들 가운데 97.7%의 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 한지 6개월
안에 취업을 합니다. (DLHE Report 2011).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

런던보다 경제적인

본머스

학교 생활

숙소

본머스는 런던보다 생활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며,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관광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합니다.

캠퍼스 안팎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서는
개인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갖추어진
싱글룸이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용주방과 세탁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하숙, 하우스 쉐어
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숙소비용은
대략적으로 주당 £98-£120입니다.

학교내의 인터내셔널 오피스는 지원에
관련한 문의를 비롯하여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담당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EAP(학문적 목적의 영어) 강사로부터
전공이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

입학요건

새로운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1,000
이상의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머스 예술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와 학업증명서, 영어능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어점수의 경우 학과에
따라 IELTS 5.0~6.5를 요구 (전공에 따라
차이 있음) 합니다. 만약 학생이 추가적인
영어점수가 필요하다면 프리세셔널 영어
코스(pre-sessional course)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점수기준이나 비자요구조건에
대해서 더 문의하고 싶으시면 학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내역
– 해당 입학년도 8월 1일까지 학비 완납 시
£1000 학비 할인
– 매년마다 학비 오르지 않음(Full course
of Study는 같은 학비 유지)
– 무료 공항 마중 서비스(£100)
학비는 코스에 따라
£9600~£13300(2013년 입학기준)이며,
기숙사와 생활비는 대략 £800/월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aucb.ac.uk)

International Office
Arts University Bournemouth
Poole, Dorset BH12 5HH
Tel +44 (0) 1202 363233
Fax +44 (0) 1202 363378
international@aucb.ac.uk
aucb.ac.uk
facebook.com/aucb.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