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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Whitecliffe 그래픽 디자인 전공 졸업생들은 현대적/전통적인 그래픽 디자인 방법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광범위한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다양한 범위의 시각적 결과물로 표현함으로써 업계에서 높이
인정받습니다.

학생들은 리서치, 문제해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면 전통/디지털 미디어를 탐구합니다.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프린트 메이킹을 균형있게 배웁니다. 이 과정은 출판 디자인,
모션 그래픽, 기업 커뮤니케이션, 웹 디자인, 페키징 디자인, 광고, 아트 디렉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이론, 인턴십, 전시회, 라이브 브리프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1학년 – 세부과목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래픽 디자인에 특화된 인포메이션 디자인,
환경 디자인, 매핑, 그래픽 스크린 프린팅 코스를
이수합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최적화된 과목을 운영 중입니다.

1학년 – 선택과목
// 매핑
// 포토샵
// 믹스드 미디어
// 크리에티브

패턴 메이킹
// 사진 이미지 해석

// 암실 프로세스
// 인터 미디어
// 스크린 프린팅
// 지역 사회 협력
// 그래픽 스크린 프린팅

인턴쉽

모든 학생들은 3학년 학기 중에 실제 디자인 환경
(회사)에서 필수 인턴십을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후 진로

/ 그래픽 디자이너 / 광고 / 마켓팅 / 아트 디렉터
/ 크리에티브 디렉터 / 브렌딩 / 타이포그라피
/ 패케지 디자인 / 인쇄 출판 디자인 / 편집 디자인
/ 프리렌서 디자이너 / 에니메이션
/ 디지털 웹 디자이너 / 프린트메이킹
/ 일러스트레이션 / 원단 디자인
/ 인포메이션 디자인

이론 과목

1학년 학생들은 스튜디오 과목 이외의 시각적
이론, 문화 연구, 미술 디자인사 이론 과목을
수강합니다.

// 사회학
// 미술 디자인학
// 경제학
// 근현대 미술 디자인사
// 현대 미술 디자인사

// 경영학
// 미술 디자인 이론
// 미술 디자인 규율
// 미술 마케팅 및

공공 협력

주요일정

학사일정: 2월 중순 시작
접수마감: 전년 10월 31일

지원 자격

연령제한: 만 18세
IELTS 6.0 이상 영어 실력 / 포트폴리오 제출

더 자세한 정보

패션 디자인 안내서
/ 웹사이트 whitecliffe.ac.nz
/ 전화 +64 9 309 5970
/ 이메일 internationalenquiries@whitecliffe.ac.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