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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예술대학교 리스트
도시

대학명

홈페이지

1

Alfter

Alanus Hochschule

www.alanus.edu

2

Berlin

weißensee kunsthochschule berlin

www.kh-berlin.de

3

Berlin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www.udk-berlin.de

4

Braunschweig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www.hbk-bs.de

5

Bremen

Hochschule für Künste Bremen

www.hfk-bremen.de

6

Dresden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Dresden

www.hfbk-dresden.de

7

Düsseldorf

Kunstakademie Düsseldorf

www.kunstakademie-duesseldorf.de

8

Essen

Folkwang Universität der Künste

www.folkwang-uni.de

9

Frankfurt am Main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 Städelschule

www.staedelschule.de

10 Halle / Saale

Burg Giebichenstein Kunsthochschule Halle

www.burg-halle.de

11 Hamburg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

www.hfbk-hamburg.de

12 Karlsruhe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Karlsruhe

www.kunstakademie-karlsruhe.de

13 Karlsruhe

Staatliche Hochschule für Gestaltung Karlsruhe

www.hfg-karlsruhe.de

14 Kassel

Kunsthochschule Kassel

www.kunsthochschule-kassel.de

15 Kiel

Muthesius Kunsthochschule

www.muthesius-kunsthochschule.de

16 Köln

Kunsthochschule für Medien Köln

www.khm.de

17 Leipzig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www.hgb-leipzig.de

18 Mainz

Kunsthochschule Mainz

www.afbk-mainz.de

19 München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www.adbk.de

20 Münster

Kunstakademie Münster

www.kunstakademie-muenster.de

21 Nürnberg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Nürnberg

www.adbk-nuernberg.de

22 Offenbach am Main

Hochschule für Gestaltung Offenbach am Main

www.hfg-offenbach.de

23 Ottersberg

Hochschule für Künste im Sozialen, Ottersberg

www.hks-ottersberg.de

24 Saarbrücken

Hochschule der Bildenden Künste Saar

www.hbksaar.de

25 Schwäbisch Gmünd

Hochschule für Gestaltung Schwäbisch Gmünd

www.hfg-gmuend.de

26 Stuttgart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Stuttgart

www.abk-stuttgart.de

27 Weimar

Bauhaus-Universität Weimar

www.uni-weimar.de

독일 예술대학 학위
독일 예술대학은 학사/석사 또는 디플롬 (Diplom)이라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 지원시기

어떤 예술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마이스터쉴러 (Meisterschüler)“- 증명서를

일반적으로 겨울학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서류 및 포트폴리오 지원 시기는

졸업장으로 주기도 합니다. 즉, 예술대학의 학위는 연방 또는 대학마다 다를

3월 – 6월 사이 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여름학기에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수 있습니다. 몇몇의 예술대학들은 예술이론을 전공할 경우 박사과정도

합니다. 반드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지원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설합니다. 반드시 각 대학/학과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대학 입학지원조건
독일 예술대학 지원
일반적인 독일의 모든 대학 지원조건은 독일연방교육부장관회의 (KMK,
■ 포트폴리오 (Mappe) 심사

http://anabin.km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독일의 모든 대학들의 지원자 선발은 매우 선택적입니다.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3년간 언어, 외국어, 수학, 과학 한 과목의 성적과 수능성적 평균

입학조건들도 다양합니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2단계의 지원과정을 거치게

4.4 등급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심사 및 포트폴리오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학이 허가 되기도 합니다.

지원자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뒤 스스로 이것을
준비했다는 설명과 함께 독일대학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많은 예술대학의
경우 대학의 강사선생님들이 “포트폴리오 준비“를 미리 도와주기도 합니다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과제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독일예술

DAAD 미술, 디자인/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영화
전공분야의 대졸자를 위한 장학금
(Studienstipendien - Master-/Aufbaustudium in den Fachbereichen
Bildende Kunst, Design,Visuelle Kommunikation und Film
Study Scholarships - Postgraduate Studies in the Fields of Fine Art,
Design,Visual Communication and Film)

대학들은 지원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공 분야에서 2-3 개월 정도 인턴십 (광고,
인쇄 매체, 그래픽, 사진,TV 회사, 제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건축 등)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지원자격: 장학기간 시작 이전에 미술, 디자인/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영화 분야 학사과정을 마친자
■ 지원마감: 홈페이지 확인

■ 어학조건

■ 지원서류: 온라인 (www.funding-guide.de)에서 장학내용을 확인한 뒤

대부분의 독일예술대학 수업은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요구되는 어학수준은

포털을 통해 지원. 지원제출요약서 (Bewerbungszusammenfassung)표지의

대학마다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대학에 등록할 때 고급수준의 독일어를

출력본과 포트폴리오 또는 DVD는 독일 DAAD Bonn 으로 지원자가 직접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독일어 기본지식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

어학증명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선발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 선발: 별도의 인터뷰 없이 서류전형으로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독일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대학 및 학과마다

■ 웹사이트: www.funding-guide.de
www.daad.or.kr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DAAD Rep. of Korea)

DAAD Information Centre Seoul

04631,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8 (회현동3가)

#602, 6th Fl., Sedae Buildung, 108,Toegye-ro,

세대빌딩 6층 602호

Jung-gu, Seoul, 04631, Rep. of Korea

Tel: (02) 324-0655

Tel: (02) 324-0655

Fax: (02) 324-0675

Fax: (02) 324-0675

E-mail: info@daad.or.kr

E-mail: info@daad.or.kr

DAAD.RepublicOfKorea
www.da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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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므로 반드시 각 대학/학과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