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부모님을 위한 정보 
 
글래스고 예술 대학교(Glasgow School of Art, GSA) 소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예술가, 디자이너 및 건축가를 다수 배출해 온 글래스고 

예술 대학교는 스튜디오 기반 실기 위주 전문 교육을 통해 시각 문화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1845년에 설립된 GSA는 영국에 얼마 남지 않은 독립 예술 대학교 중 하나로 1899년부터 

글래스고 도심 요지에 자리 잡아 왔습니다. 캠퍼스 중앙에는 유명한 매킨토시 

빌딩(Mackintosh Building)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 로열컬리지오브아트 학장 크리스토퍼 

프레일링 경(Sir Christopher Frayling)은 이를 두고 "...전 세계 예술 대학교 중 유일하게 

건축물 그 자체를 주제로 선택해도 될 정도...이 건축물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예술 

작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20세기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매킨토시 빌딩은 GSA 

졸업생이자 근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찰스 레니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글래스고 예술 대학교 고유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매킨토시는 GSA가 배출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성공적인 수많은 예술가, 

디자이너 및 건축가 중 한 명일 뿐입니다.  
GSA에 재학 중인 국제 학생은 1,900명이 넘습니다. 명성 높은 매킨토시 건축 

대학교(Mackintosh School of Architecture)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 미술 학부나 디자인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부생들이 본교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GSA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각각의 미술, 디자인 및 건축 대학교에서 구체적인 기술 

및 예술 학습을 접하게 되며, 더 넓게는 훌륭한 학습 자원과 함께 창조적 생산 활동을 위한 

더욱 폭넓은 범위의 시설과 전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순위 
글래스고 예술 대학교는 가디언 리그 테이블(Guardian league tables)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시각 예술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매킨토시 건축 대학교는 Architect's Journal 에서 영국 

내 3 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교 건축학과 학생들은 또한 명망 있는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RIBA)에서 동메달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으며 미술학과 졸업생들은 지난 

10 년간 터너상(Turner Prize) 후보에 여러 번 올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의 생활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에는 "글래스고는 도시의 대혼란과 블랙 유머가 어우러져 매우 

친근하지만, 가끔 너무 심할 때도 있다. 도시의 속박을 벗어 던지고 모든 것이 즐거운 

현실적인 대도시를 만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에든버러(Edinburgh) 또는 애런(Arran)/뷰트(Bute)/컴브레(Cumbrae) 섬으로 

가는 페리 선착장까지는 기차로 50 분이 걸립니다. 스코틀랜드의 멋진 경치를 맛보고 싶다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로몬드 호(Loch Lomond)나 하이랜즈 산악 지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글래스고는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음악 전통이 있으며 서유럽 최고의 라이브 음악 무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클래식, 오페라에서 최근 인디 경향에 이르기까지 취향에 맞는 수많은 

뮤지컬과 연극 작품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많은 레스토랑, 바, 갤러리 및 박물관이 있어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야외에서도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본교 학생이 되면 도시의 폭넓은 예술 공동체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도시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를 만나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디자이너와 건축가에게도 할 것과 영감을 얻을 것이 많습니다. 
글래스고를 비롯해 영국은 대체로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어떤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은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다닐 때나 많은 돈 또는 

귀중품을 지니고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 학생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조언을 제공하며 학교 건물은 모두 CCTV 로 감시됩니다.  



장비 사용 시 모든 학생은 다루게 될 기계 등의 안전 기능 등을 알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 숙박 시설 
GSA 가 관리하는 숙박 시설 
글래스고 예술 대학교에는 3 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립된 자체 학생 기숙사인 

마거릿 맥도널드 하우스(Margaret Macdonald House)와 이전에 방문자 숙소였던 올드 스쿨 

하우스(Old School House)는 캠퍼스 내에 있고 빅토리아 홀(Victoria Hall)은 캠퍼스 밖에 

있습니다. 
 
본교의 모든 기숙사는 가넷힐(Garnethill) 캠퍼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마거릿 

맥도널드 하우스(MMH)는 글래스고 가넷힐 지역의 버클루(Buccleuch)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이 기숙사는 GSA 캠퍼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킨토시 빌딩에서 도보로 5 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올드 스쿨 하우스(OSH)는 GSA 도서관 뒤 렌프루(Renfrew) 스트리트에 

있고 빅토리아 홀은 분주하고 대중적인 학생 밀집 지역 내 칼레도니안 대학교(Caledonian 

University) 캠퍼스에 근접해 있으며 캠퍼스까지는 도보로 약 10~15 분 걸립니다. 
 
민간 임대 숙박 시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집주인들이 임대하는 주택들로 혼자 살거나, 다른 학생들과 같이 

살거나, 집주인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글래스고에는 또한 고려해 볼 만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숙박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는 글래스고와 여러분이 주거를 고려할 수 있는 몇몇 지역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및 도시 주변 교통 
공항에서 
글래스고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주 공항은 글래스고 국제 공항(Glasgow 

International Airport)입니다. 공항에서 글래스고 도심까지는 전용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하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의 택시 승차장에서 미터기가 장착된 택시를 타야 

합니다. 택시 승차장의 모든 택시에는 면허가 있습니다. 글래스고 도심까지 요금은 약 

20 파운드가 들며 시간은 20 분 정도가 걸립니다.  
글래스고 프레스트윅 공항(Glasgow Prestwick Airport)은 대체로 저가 항공사들이 이용하며 

글래스고 도심까지 가는 버스 및 기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은 약 40 분 걸립니다. 기차 

서비스는 보통 오전 6 시부터 밤 11 시까지 운영되므로 이 시간 외에 도착할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넷힐 캠퍼스는 글래스고의 센트럴(Central) 간선 철도역과 퀸 스트리트(Queen Street) 

간선 철도역에서 도보로 약 20 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학교는 M8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요 진입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채링 크로스(Charing Cross)이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카우캐던스(Cowcaddens)입니다. 글래스고는 또한 버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주 버스 

정류장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렌프루 스트리트를 따라 도보로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장거리 

버스 또한 이 버스 정류장에서 탈 수 있습니다. 
 
 
비용: 
본교 웹사이트에 게시된 수업료 외에 학생들은 음식, 숙박, 사회 활동 등을 비롯해 자신의 

특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업, 

학년(마지막 학년에 보통 더 높음) 및 만들어 내는 작품 유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보통 

학부마다 평균 재료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다수의 대량 

구매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년에서는 선택 여하에 따라 현장 견학도 이루어지며, 학생이 본교의 국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할 경우 목적지에 따라 해당 학년의 학비 또한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