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대학 카와구치 예술학교에 대해서
와세다대학 카와구치 예술학교는, 와세다대학 에서 영화감독,
작가, 아티스트를 다수 배출 해 온 예술문화 교육과, 1882년에
도쿄 전문학교의 이름으로 개교한 이후 축척해온 기술 교육을
기초로 2003년에 개설한 전문학교 입니다.
영화나 TV, 인터넷의 의한 영상 전송등, 다양화 하는 영상표현
분야의 최선단 에서 활약 할수 있는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이론 부터 제작 실습까지 다방면에 걸치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와세다대학 교원과 영상 제작의 제 1선에서 활약하는 프로의 지도
아래,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뮤직 비디오등 영상이나
디자인등의 시각표현을 모든것을 제작하고, 제작 경험을 통해서
각 장르의 표현 기술과 공통되는 기초를 배웁니다.

학교개요
구분 전문학교
설립 2003년
캠퍼스 카와구치 캠퍼스, 와세다 캠퍼스
학과 영상문화학과 (주간 4년)
영상정보과(주간 3년)
인원수 각학과 20명 (합계 40명)
추천 진학처 와세다대학 문학부, 와세다대학 대학원 국제정보통신과
그밖의 진학처 무사시노 미술대학, 타마 미술대학,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오사카 예술대학,
(실적) 사이타마 대학등
주된 취직처 일본방송협회(NHK), 쇼치쿠(주), 테레비 아사히 크리에이트,
(실적) avex-trax, 스튜디오 4도(주), IMAGICA 이미지 웍스, 케이블넷사이타마(주)

학과와 학습 내용
3년제의 영상정보과 와 4년제의 영상문화학과, 두가지의 학과가 있습니다.
영상정보과는, 영화, 다큐멘터리, 에니메이션, CG 인터렉티브 컨텐츠등, 복수의 영상제작을 1년반 동안
학습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전공 영역을 선택하여 작품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영상문화학과는, 영상정보과와 공통된 1년반의 제작 수업의 뒤, 본인이 선택한 전공 영역에서 작품의
제작과 연구를 2년반에 걸쳐 합니다.
또한, 글로벌적인 시야와 지식을 요구하는 프로듀서, 큐레이터에 필요한 프로듀스 이론, 저작권,
영어등의 강의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입시
사회에 통용되는 실천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표현 기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리더십등의 공동 제작에 관한 능력이나, 프리젠테이션, 프로듀스등 사회를 향해서 자기를 발신 하기
위한 능력등 다항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작 활동을 통해서, 재학 시절 부터 적극적으로 학내외와의 연계나 컴피티션에의 도전하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본교에서는 입시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3종류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O입시[A]

체험 수업에 참가해서 주어진 과제를 제작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쉽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에게 적합한 입시입니다.

AO입시[B]

과제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작품을 제작하고, 그것을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이미 작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적합 합니다.

일반 입시 서류, 실기시험, 면접에 의해 종합적인 능력을 전형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원조
본교는, 도쿄 입국 관리국이 인정 하는 적정학교 입니다. 재류 자격이 되는 유학이 원칙 2년간 부여되는 것
이외에, 해외에서 직접 입학자에게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제출 서류가 대폭 경감 됩니다.
그밖에, 경제적 이유로 학비의 원조가 필요한 유학생 에게는, 성적 심사를 한 후 장학금(월액:50,000엔)이
주어지는 것 이외에, 카와구치 캠퍼스에 가까운 토다코엔(사이타
마현 토다시)의 기숙사등, 유학생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와세다대학 카와구치 예술학교
TEL : 048-269-7961(월 금/9시 20시)
FAX : 048-269-7970
E-mail : kawaguchi＠list.waseda.jp(일본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