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지원

미국 CalArts 디자인연수 참가자 모집(기간연장)
1. 프로그램 개요
A. 연수기관: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국, L.A.)
B.

연수내용: Graphic Design – Motion Graphics (내용-2015학년도 자료- 별첨)

C. 연수기간: 2017년 1월 3일 ~ 1월 27일 (약 4주간)
D. 모집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2017년2월 졸업예정자 제외) 중
Animation/Motion Graphics분야 기초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
Photoshop 사용 가능한 학생 – Illustrator, After Effects, Final Cut Pro 등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학생
장학금 수혜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E. 모집인원: 20명 (인솔교수 동행)
F. 장학금 지원: 1인당 400만원 지원 (총 예상경비의 약 45%)
G. 학점인정: 6학점 인정(동계계절학기)
2. 프로그램 내용
This workshop will explore the basic concepts and methods for creating
motion graphics for broadcast and cinema. The class will consist of hands
on lessons and lectures using Adobe After Effects for animation and
editing. Students will create a music video to the song of their choice. First
they will storyboard their piece. Then by using any combination of shot
video, illustrations, typography, found footage, collage, photography or
animated graphic form they will put together their narrative to create their
music video. Time permitting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create and
animate 3D type in Cinema 4D for use in their music video. By the end of
the workshop the student will have a good working knowledge of After
Effects.
CalArts 교수 및 헐리웃 지역의 해당분야 실무 전문 디자이너로 구성된 교
∙강사들이 진행,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습 기회 부여

3. 신청 및 선발
A. 제출서류: 해외연수 참가신청서*
학부모 동의서*
성적증명서 및 공인영어성적표(소지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여권사본
(포트폴리오 – 면접대상자에 한해 면접 시 지참)
* 지정양식 –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icenter.hongik.ac.kr ) – 관련서식

B. 선발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 면접 일정은 개별 통지함
C. 서류 제출기한: ~ 2016. 10. 20.(목) 17:00까지
D. 제출처:

서울캠퍼스 - 국제교류센터 (Q109)
세종캠퍼스 – 학생복지팀 (G204)

4. 문의: 02-320-1043/1044 (국제교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