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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머스 대학교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과정은 국제학생들이 영국에서 
아트&디자인을 전공할 목적으로 학부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내셔설 파운데이션 과정은 해외 유학생이 팔머스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필요한 어학 및 포트폴리오 능력을 
배양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 과정은 영국에서 가장 수려하고 안전하며 창조적인 지방 중 한 곳에 
설립되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예술인을 양성해온 전통의 명문 팔머스 
아트대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개요 
8월에 시작하는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과정은 UAL Level 3 
Certificate for Introductory Study in Art and Design 기초 
유닛을 시작으로 수강생의 필수 능력과 포트폴리오를 계발하는 동시에 
아트&디자인 사례들, 미술사, 이론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지도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본 과정은 팔머스 대학의 아트&디자인 
파운데이션 과정과 병행하여 총 30주에 걸쳐 가르쳐지는 UAL Level 
4 Diploma in Art and Design - Foundation Studies 과정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과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을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어학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과정과 병행하여 23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 (UAL Level 3 
Certificate in Academic Communication for Art and 
Design)을 통해 유창한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IELTS 시험으로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진학 보장 
학부 과정: 본 과정을 통과하고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곧 바로 
본인이 희망하는 팔머스 대학교 학위 과정으로의 진학을 보장합니다.  
(요건의 예: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팔머스 대학의 특정 
과정 입학을 위한 학업성적/영어 능력 등 최소 입학요건 만족, 공식적인 
UCAS 입학 절차 밟기, 영국 국경청(UKBA)에서 제시한 요건 등)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미술,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드로잉, 
그래픽디자인, 건축, 지속가능 제품 디자인, 연극, 사진, 광고, 인테리어 
디자인, 섬유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 영국 내 다른 컬리지 및 대학에 개설된 학위 과정으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팔머스 대학의 장점

–  팔머스 대학교는 영국 유수의 아트 
전문 교육기관 중 한 곳입니다

–  해외 유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영국 
국내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Barometer (2013년)

–  2013년 Which University? 
설문조사에서 영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대학 3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  주제별 영어 강좌를 포함한 어학 
교육을 지원합니다

–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영국 
남서부 콘월 주 코니쉬 해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산업 표준을 만족시키는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  2004년 이래 1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  세계 각국 출신의 해외 유학생 300
명 이상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지원실에 지원서를 
신청합니다. 전화 또는 스카이프 면접과 
포트폴리오 제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international@falmouth.ac.uk 
+44 (0)1326 254259

기간: 2014년 8월 4일~ 2015년 5월 
29일
장소: 팔머스 대학교 캠퍼스
교육기간: 1년 풀타임 과정
등록금: 15,500 파운드- 2014/15년 
풀타임 과정 기준  

주요 정보 지원 방법

*International Student Barometer (2013)



본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한 Toby Haynes
는 ‘닥터 후’, ‘월랜더’, ‘셜록 홈즈’, ‘비잉 휴먼’ 등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일련의 TV
시리즈를 연출했습니다

성공사례

본교 파운데이션 과정의 명성에 힘입어 국내외 
각지에서 모여든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도 Saatchi Gallery/ Sunday 
Telegraph Art Prize for Schools 수상자인 
Julia Whiting은 팔머스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IELTS 
시험으로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Tacita Dean은 본교에서 BA(Hons) Fine 
Art 학위를 1988년에 취득했으며 1998년에는
Turner Prize 수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팔머스 대학은 런던 예술대학교(UAL)의 아트&
디자인 익스텐디드 파운데이션 과정의 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입니다. 

입학 요건
지원자는 영어와 미술 과목을 포함한 본국의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제출 
포트폴리오에는 본인의 창작물을 최대 20점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관련 분야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지원자의 흥미와 지식 역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도 환영합니다.

지원자는 아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IELTS(아카데믹) 평균 5.0 (전과목 4.5이상)
– Pearson ATE 36 또는 TOEFL IBT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