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랜치 멕도날드에서 캐나다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캐나다에서 메이크업, 패션, 헤어스타일링 과 미용을로
가장 전문적이고 명성있는 사립대학교.”

blanche macdonald centre

캐나다 밴쿠버 전문학교 “BLANCHE MACDONALD CENTRE” 에 대해
1960 년 창립 이래, 퀄리티 높은 인재를 양성해 왔고 캐나다의 패션,메이크업,헤어등 업계에서 아주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Blanche Macdonald Centre는 밴쿠버 시내의 쇼핑몰의 사이에 있는 큰 패션 전문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현지 캐네디언 학생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호주, 한국, 대만, 일본, 인도, 중국, 미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있습니다.
블랜치·맥도날드가 제공하는 International Make-up Studio Diploma Program은, 노트필기, 시험등 공부에 소비하는 시간
보다는 실습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통해 기술을 강화시키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헤어 스타일링, 기본 메이크업 기술부터 촬영용 메이크업, 고도의 특수 메이크업과 에어브러시를
사용한 메이크업까지, 여러가지 스킬을 초일류 강사진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또 이 코스는 Global Make-up Artistry
Diploma 코스의 준비 프로그램으로 한층 업그래이드되고 프로 메이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초
코스로 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Blanche Macdonald Centre 디플로마 프로그램에는 헤어 스타일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에스테딕,네일 아트,
메이크업등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Make-Up Studio Diploma 6 개월
Global Make-Up Artistry Diploma 11 개월
PRO HAIR Professional Hairstyling Diploma 11 개월 - 12 개월
Fashion Design Diploma 1 년
Fashion Merchandising Diploma 1 년
Esthetics/SPA Therapy Diploma 12 개월
Freelance Make-Up Artistry Diploma 6.5 개월
Nail Studio Diploma 6 개월
Art and Tech (in all programs)
Blanche Macdonald Centre는 아래의 입학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 고등학교 졸업에 동등하는 자격이있는 만
• 19세 이상
• Blanche Macdonald Centre 영어자체 테스트를 통과
입학신청 신청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STEP 9.

프로그램 선택
신청 준비
입학신청
합격 여부 결정
학비 지불
합격 통지
입학 준비 수속
입학 준비
Blanche Macdonald 입학!

blanche macdonald centre
Uptown Campus - City Square Tel. 604.685.0347
#100 - 555 West 12th Avenue, Vancouver, BC Canada V5Z 3X7
Downtown Campus - Robson Tel. 604.685.0337
460 Robson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B 2B5
w: www.blanchemacdonald.com e: info@blanchemacdona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