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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미래의 
삶과 경력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형성하는 교육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얻도록 해주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 
설명서는 귀하의 자녀들이 적절한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방법을 설명하며 노리치 예술 
대학(Norwich University of the Arts(NUA))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던지 상관없이, NUA의 국제 사무소는 
귀하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의 개인적인 영향을 잘 
준비하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 설명서를 만들어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이 헤외 유학에 있어 자녀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부가 긍정적이고 알찬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노리치 예술 대학(Norwich University of the Arts)
(1845년에 설립)은 전문 예술 대학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학습 및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NUA는 기술 
역량과 취직 능력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 21세기 
최고의 혁신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큰 대학과는 달리 본교의 
과정은 특정 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교의 규모와 전문 분야는 일부 일반적인 대학 리그 표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NUA는 전국 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영국에서 일류 예술 대학 중 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본교의 우선 순위는 예술 분야에서의 장기간의 경력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산업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본교는 학생들의 
92% 이상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UA 동문들을 세계 각지의 
예술 단체의 고위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교한 시설, 학자들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 이끄는 강좌 및 고도로 숙련된 
예술가들이 주관하는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교는 소규모의 전문 대학이며 학생들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깊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런던 문화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NUA 
캠퍼스는 고품질의 스튜디오, 워크숍, 컴퓨터 세트 및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름답게 개조된 역사적 
건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카페, 상점 및 기타 지역 
상점들이 인근에 위치한 채로 캠퍼스 건물들 간은 단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본교의 국제적인 학생 선발 정책은 해외 학생들이 경력 
개발 관련 준비 및 중요한 문화적 경험의 측면 모두에서 
양질의 영국 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해외 학생들의 본교의 학업과 창조적인 문화에 
대한 기여를 소중히 여기며 전세계의 뛰어난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지원자 각각과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NUA에 대한 입학 신청, 본교의 언어 관련 요구 
사항 및 비자와 이민 규칙에 대해 본교의 웹사이트에 
유용한 정보를 갖추고 있지만 본교는 귀하의 자녀의 입학 
신청에 대한 특정 질문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Visit www.nua.ac.uk/international/yourcountry

I am encouraged to be 
independent in my studies 
and am not obligated to 
follow a particular style. 
Tutors respect individuality 
a lot, so they will advise you 
respecting your own style.

Karla Alcazar Martinez 
Mexico, NUA Illustration student



노리치는 영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공 서비스, 교통 수단의 
품질이 뛰어나지만 생활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도보와 자전거로 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의 문화 수도로써 분주한 도시 
중심의 시장이 번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큽니다. 
노리치에는 다채로운 시각 예술, 공연과 문학 상의 유명한 
명소와 여러 박물관, 극장, 미술관이 있습니다. 

노리치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세 도시 중 한 
곳이며, 지역의 활기찬 현대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9백년된 노르만 
성이 영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 장소 중 한 곳 
근처에 위치합니다. 

노리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주택과 정원, 매력적인 
영국식 마을과 잘 보존된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골 
및 해안선으로 유명한 노퍽 카운티에 있습니다. 

본교의 헌신적인 학생 지원 팀에 의해 가능한 최대로 
간편하게 숙박 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NUA
에 입학하는 것을 수락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학생들이 
본교의 숙박 관련 기한을 충족하는 경우 본교는 모든 
학부 유학생의 숙소를 보장합니다. 본교 자체적인 학생 
숙소와 더불어 본교는 믿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민간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임대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본교는 숙소를 함께 
쓰고자 하는 학생을 소개할 수 도 있습니다.

Visit www.visitnorfolk.co.uk

Norwich is peaceful, quiet and safe. 
Just the place when one needs to 
keep distractions to a minimum and 
focus on the creation instead. It is 
not huge, but there is everything 
here and, most importantly, the 
people here are incredibly pleasant.

Bing Ming Ng 
NUA Fine Art student



자녀 지원
본교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본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개인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대학을 파악하도록 조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부모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본교는 본교 또는 영국에서의 학습의 다른 측면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기꺼이 답변 드릴 것입니다.

NUA 웹사이트에는 본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캠퍼스 시설, 포트폴리오 
준비 및 NUA 학생 경험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영상 및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국제 사무실 직원과 채팅을 
나눌 수 있는,   본교의 단과 대학 주간 라이브 포탈에서 
매달 대화형 가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을 돕는 것은 때때로 힘겹지만 등록의 필수적인 
측면인 이러한 부담스러운 작업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 과정의 모든 단계 동안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에 주요 날짜를 입력하여 
마감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교정하여 (특히 영국 홈 오피스 지원자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언어 
테스트를 완료한 이후에도)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교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노리치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서로간에 도움을 주는 
방법 및 의사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앞서 본교에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영국으로의 유학이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끄는 출발 
이전 단계용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이 성공적으로 이동 및 등록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져와야 하는 문서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Visit www.nua.ac.uk/international/meet

Throughout the entire 
experience NUA has been at the 
top of our list. We have found 
the communication from all 
departments so personalised, 
including the Skype interviews 
with the Dean of Admissions 
when other universities just 
looked at her resume and 
portfolio. Our expectations 
have been exceeded numerous 
times. We are thrilled to have  
a student at NUA.

Tina and Gerard Pearce 
USA, parents of NUA Illustration student



NUA에서의 생활
모든 국제 사무소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추가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본교의 유학생 집단은 다른 문화적 태도와 포부를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교의 목표는 유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을 다 갖춘, 종합적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며 본교에서는 학생들을 환영하고 유학 
첫날부터 NUA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교 행사, 워크샵 및 맞춤형 가이드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자주 또는 가끔 
본교에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NUA
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학생들과의 연락 창구를 
유지합니다.

학기 중에는 귀하의 자녀들은 매우 바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영국에서의 생활과 힘든 교과 과정에 
적응해야 합니다. 귀하와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연락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대 차이로 인해 
집으로 연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적응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격려와 관심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줄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 후에는 이전과 같이 
연락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휴대 
전화 업체와 관련된 전화 카드, Skype 크레딧 또는 
추가 SMS/국제 전화 패키지를 자녀에게 제공하면 
자녀들이 더 쉽게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하는 자녀들을 
분리하게 되는 먼 거리 또한 어려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독립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NUA는 학생들의 개인 사생활을 아주 심각하게 
취급하며, 일단 자녀들이 입학하면 자녀들의 학업 
진척 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녀들에 대해 걱정이 
되는 점이 있거나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본교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귀하를 대신하여 
자녀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Visit www.educationuk.org

The staff and fellow students at 
NUA are so friendly and open. 
You’ll make friends in no time.

Alexander Chesham 
Norway, NUA Photography student



NUA 캠퍼스를 방문하는 것은 대학 생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년 중 내내 특정 
날짜에 오픈 데이스(학교 참관일)이 개최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영국 방문 일정과 이러한 행사 시기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교에서는 언제든지 
(방문 전에 촉박하게 통보를 주시는 경우라도) 
캠퍼스 참관 일정을 기꺼이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실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이 짧은 소개 
자료가 귀하가 본교의 특별함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녀의 입학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경우 귀하의 자녀들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에 초석이 될 진정으로 
뛰어난 문화 예술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A 국제 사무소를 협력자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질문을 본교의 팀에서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본교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다양한 해외 
유학생들이 있으며, 전세계의 창조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신중하게 모집하여 본교는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로서 귀하 또한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될 것이며, 
본교는 귀하의 자녀들이 NUA에서 얻게 될 경험에 
대해 귀하께서 자녀들만큼이나 흥미롭게 느끼시게 
되길 희망합니다.

Visit www.nua.ac.uk/international

Email international@nua.ac.uk

Call +44 (0) 1603756250

Tweet @NUAoverseas

The NUA campus is a vibrant 
hub, a place of ambition, 
professionalism and above all 
else creativity. We hope you’ll 
soon be joining us.

John Hurt CBE  
Actor and NUA Chancell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