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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을 위한 정보

∂

Glasgow School of Art 소개

학교 순위

1845년에 설립된 GSA는 영국에 현존하는 몇 안
남은 독립 예술학교 중 하나로 1899년 이래
Glasgow 도시 중심에 있는 주 사이트에
자리해왔습니다. 2,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GSA
에서 다양한 학생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학생의 35%
가 유학생입니다.

학생 숙소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예술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건축가를 다수 배출한 입증된
이력을 자랑하는 Glasgow School of Art의
스튜디오 기반의 전문가, 실무위주 교육은
시각문화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공유하는
세계각국의 재능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GSA에 다니는 학생들은 각 학과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전역을 통해 학업과 창의적인 생산을 위한
현대적이고 특별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SA는 전 프로그램에 걸친 공동 작업과 작업에
대한 여러 학문적인 접근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GSA 의 Mackintosh Building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Mackintosh Building 은 지금 대대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로서는 GSA 캠퍼스의
일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녕이
본교의 최우선임을 확실히 알려드리며, 현학생 및
2018년 9월부터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학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Glasgow School of Art는 QS 세계대학평가의 예술 및 디자인
부문에서 영국 내 4위, 유럽 내 5위,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6
위를 차지했습니다. Mackintosh School of Architecture는
Architect’s Journal에서 스코틀랜드의 최우수 건축학교로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본교의 건축학과
학생들은 2015년 명망 높은 RIBA President’s Bronze Medal
과 RIBA President’s Silver Medal(최고의 영애)를
차지했습니다. 본교의 미대 졸업자들은 Turner Prize(
영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시각예술상)을 5번 수상했으며, 2005
년 이래 수상 후보자들의 25%를 차지해왔습니다.
GSA에서 관리하는 숙소
GSA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기숙사 용도로 지어진
Blythswood House 또는 Margaret Macdonald House 중
한 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West Regent Street와
Buccleuch Street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두 곳 모두 주
Garnethill 캠퍼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숙소는 본교의 소유이므로 학생들은 다른 제삼자와 따로
거래할 필요가 없으며, 숙소를 담당하는 팀에게 24시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의 기숙사는 또한 Student
Welfare와 GSA Sports 그리고 Sustainability와 같은 부서를
포함한 나머지 학교와도 중요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 숙소
이는 주로 독립적인 임대주에게 주택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거주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임대주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Glasgow에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숙소도 있어
학생들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교의 Student Welfare
부서는 Glasgow와 학생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일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오는 방법과 도시 내 이동

Glasgow는 두 개의 공항이 있는데, 주요 공항인 Glasgow
International과 작은 공항인 Glasgow Prestwick 이
있습니다. Glasgow International 공항에서 Glasgow
도심까지 운행되는 전용버스가 있지만,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공항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요금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있는 모든
택시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택시입니다. Glasgow
중심까지의 요금은 £20이며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Garnethill Campus는 Glasgow Central 과 Queen Street
본선 철도역에서 도보로 약15분 거리입니다. 학교는 M8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요 진입로에서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방 철도역은 Charing Cross이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Cowcaddens입니다. Glasgow는 또한 버스
노선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학교 캠퍼스에서 Renfrew Street
를 따라 5분 정도 걸어나오면 도시의 주요 버스 정류장
(Buchanan Bus Station)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버스들 또한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합니다.

학부모님을 위한 정보
Glasgow에서의 생활

Glasgow는 몇 세기를 거스러 올라가는 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서유럽의 최고의 라이브 음악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오페라에서 인디와 팝까지 각양각색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악과 공연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레스토랑, 갤러리 그리고 박물관들과 더불어, 도시 안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들까지, 절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술학교 학생들은 Glasgow의 폭넓은 창의적인 공동체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디자이너들 및 건축가들과 만나고 그들의 작업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Glasgow에서의 안전

Glasgow와 영국은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낮으며 Glasgow는
지속적으로 Mercer’s Quality of Living Index에서 영국에서
살기 좋은 상위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느 도시처럼 학생들이 특히 늦은 밤에 다니거나 많은
액수의 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고 다닐시에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기 시작에 있는 예비교육 주간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을 제시하며,
모든 학교 건물은 CCTV 카메라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모든 학생들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에게 안전 장치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작업실들에는 기술자가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용

본교의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음식, 숙소 및 사회 활동 등등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들은 학과목에 따라 매학년 그리고
학생이 제작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졸업 학년의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개 각
학과마다 평균 재료 비용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있으며,
학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학생들이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대량
구매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년에는 선택적인 현장실습이 있을 수도 있으며 만약
학생이 본교의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목적지에 따라 참여하기로 한 해의 비용은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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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 지원

본교는 복지, 비자에 대한 조언, 상담, 영어 지원, 학업 지원 및
직업과 취업 능력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대대적인 학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후 진로

본교의 졸업생은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졸업후 6개월이내에 아티스트, 디자이너 또는 건축가 그리고
예술 행정 또는 교직으로 고용되는 우수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Post Study Work 비자가 폐지된 이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졸업 후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Tier 1 또는 2
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gov.uk/browse/visas-immigration/work-visas
GSA에서 공부하는 동안 영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국제
학생들은Careers Officer를 방문하여 고용 규정과 영국에서
일하는 것에 관련된 문화 규범, 그리고 적정 취업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