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국인
유학생
학생
콜럼버스 예술 & 디자인
대학(CCAD)은 예술학
학사학위(BFA)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프로그램과 2년제 대학원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립,
독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CCAD는 활기차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요약 정보
설립연도: 1879년
등록: 1,094명
학급 학생 및 교수 평균 비율: 9:1
학기: 16주 2학기
가을 학기: 8월–12월
봄 학기: 1월–5월
졸업생 중 88.2%는 졸업 연도 내에
취업하거나, 평판이 좋지만 합리적인
가격인 고등 교육 진학을 계획합니다

BFA(예술학학사) 전공
광고 &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만화 & 묘사 실습
패션 디자인
영화 & 비디오
예술
게임 아트 & 디자인
일러스트
산업 디자인
실내 건축 & 디자인
사진

2020-2021년도 비용
학비: $36,500
숙식 비용: 기숙사 선택에 따라 $9,790$12,210
국제 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이용 가능

밴쿠버
시애틀

대학원 프로그램

시카고

시각 예술 예술학 석사

토론
토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콜럼버스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60 Cleveland Ave. Columbus, OH
43215
614.222.3261 | 877.997.CCAD (2223)
admissions@ccad.edu

ccad.edu

ccad.edu

ccadedu

ccadedu

애틀랜타

CCAD 캠퍼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 CCAD의 안전한 도심 캠퍼스는 모두 캠퍼스

» 오하이오주의 중심 도시이며 미국에서 14번째로 큰 도시

중앙에서 걸어갈 수 있는 1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CAD 보안 담당자가 24시간 동안
캠퍼스를 순찰합니다.
» CCAD는 콜럼버스 미술관에 인접해 있으며
쇼트 노스 갤러리 지구의 콜럼버스
메트로폴리탄 도서관과 도심 지역의 다양한
쇼핑, 식당 및 오락 시설과 매우 가깝습니다.
» CCAD 학생들은 콜럼버스 지역 전체에서
무료로 지역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전공의 학생들은 전문 스튜디오, 장비
및 컴퓨터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은 일 년 내내
우리의 주요 전시 공간인 Beeler 갤러리에
전시됩니다.
» 예술가 초대 프로그램은 매달 CCAD 학생들을
지역, 국내외 예술가 및 디자이너들과
연결합니다.
» 세탁 시설, 라운지, 운동 시설이 있는
캠퍼스 내 2개의 기숙사.
» 라운지, 커피숍, 학습 공간 및 게임실이 있는
학생 센터.
» CCAD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식당.
» 캠퍼스내 미술용품점.
» 17세기 희귀본을 포함한 50,000권 이상의
책이 있는 도서관.
가상 투어는 다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cad.edu/virtualtour.

BFA 지원 요건
» CCAD 지원서
» 에세이
»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 콜럼버스 지역에 19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콜럼버스에는 총 136,000명의 학생이 있는
61개의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이 있습니다
» 기술, 연구 및 창조 산업 일자리를 위한 주요
센터
» 미국에서 3번째로 큰 패션 디자이너
사업체
» CCAD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국제
공항.
» 콜럼버스는 시각 및 공연 예술 커뮤니티의
본거지입니다.
콜럼버스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periencecolumbus.com.

날씨
1월

28°F / -2°C

2월

32°F / 0°C

3월

43°F / 6°C

4월

52°F / 11°C

5월

64°F / 18°C

6월

78°F / 25°C

7월

83°F / 28°C

8월

87°F / 30°C

9월

81°F/ 26°C

10월

70°F / 20°C

11월

50°F / 10°C

12월

39°F / 4°C

수시 지원 마감일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ECE 또는 One Earth 평가 성적 증명서

우선 지원 마감일

» 작품 포트폴리오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영어 능력 증명서
TOEFL iBT: 61 이상
IELTS: 총 평점 6.0

추가 지원 후
2021년 2월 1일 월요일

PTE Academic: 45
ELS: 레벨 109
» SAT: 권장 사항이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입학 허가 후 재정 증명서
ccad.edu에서 전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학생 작품을 살펴보고, CCAD와 콜럼버스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블로그에서 성공 사례를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admissions@ccad.edu
CCAD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비이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60 Cleveland Ave.
Columbus, OH 43215
614.222.3261
877.997.CCAD (2223)
admissions@ccad.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