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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학과 Department of Clothing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예술ㆍ체육대학 교육대학원 506호 수여학위명 : 이학석사, 이학박사
TEL : 031-750-5954

1. 학과소개

  테크놀로지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급속히 변화하는 패션과 뷰티 산업에 관

한 최신 기술과 학문적 경향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실무 분

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상학, 뷰티산업학 전공 과정

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심화된 정보교류와 산학연계를 통해 학문적, 산업

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In the era of technology-based global networks, we aim to systematically study the 

latest technologies and academic trends related to the rapidly changing fashion 

and beauty industries to foster professional manpower and leaders who can 

contribute to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al field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and beauty industry by ac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through major courses, and by nurturing talented people with academic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in-depth information exchange and 

industry-university linkage.

2.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1) 패션 및 뷰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여 전

공 분야의 실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2) 4차 산업 시대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능한 전문 인력

을 양성한다.

 3) 탁월한 전문가적 소양과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여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성인 양성

 4) 다양한 나라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 Cultivating excellent talents with practical competitiveness in their major fields 

through systematic and specific professional knowledge acquisition and research on 

the fashion and beauty industry

 2) Cultivating competent professionals who can active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in the 4th industrial era through systematic exchanges 

with related disciplines

 3) Cultivating intellectuals wh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society with outstand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leadership personality

 4) Fostering global fashion and beauty professional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with various countries

3.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의상학, 뷰티산업학 의상학, 뷰티산업학

연구분야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뷰티마케팅, 뷰티
산업, 패션&뷰티치료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뷰티마케팅, 뷰티
산업, 패션&뷰티치료

Degree Master Doctor

field of major
clothing, beauty industry, 

fashion & beauty therapy

clothing, beauty industry, fashion 

& beauty therapy

field of study

 fashion design,

fashion marketing, beauty 

marketing, beauty industry,

fashion & beauty therapy

fashion design,

fashion marketing, beauty 

marketing, beauty industry,

fashion & beauty therapy

4.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교수 김미영 이학박사(서울대학교) 패션·뷰티마케팅 mikim@gachon.ac.kr

부교수 서성은 생활과학박사(서울대학교) 패션디자인, 복식미학 sesuh@gachon.ac.kr

position name degree(university) field of major

Professor Kim, Mi Young
Doctor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shion &

beauty marketing

Assoicate 

professor
Suh, Sung Eun

Doctor of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shion design &

aesthetics in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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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과내규 / Department Regulation

1) 입학

(1) 입학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전공 구술시험으로 한다.

(2) 구술심사 위원은 3～5명으로 구성한다.

2) 지도교수

(1) 연구전공분야는 의상학과 뷰티산업학이며,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뷰티마

케팅, 패션&뷰티치료 등 세부전공으로 구분된다.

(2) 신입생은 입학 후 희망연구 분야를 신청하여 배정 받는데, 한 분야에 과다

하게 신청하는 경우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3) 한 학기를 지나 6학점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자격을 가진다. 학생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1차 학기에 예비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4)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등록 학기 종료 전

에 신․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5)석사학위과정

   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 학기에 추가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신청서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박사학위과정

   ①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3년 이내에 6회 이상

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는 논문제출 학기에 추가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신청서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비와 논문

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수업 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박사학위과정은 3년으로 하며 재학 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한다.

(2)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으로 석사학위과정 24점, 박사학위과

정 60학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포함) 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입학생 중 유사전공 및 타 

전공 입학자는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가 지정한 선수과목을 6학점 이내에

서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4) 과목별 성적은 평점 2.0 (C)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의 경우에는 평균 

평점이 3.0 (B) 이어야 한다.

(5) 과정별 이수과목에서 필수와 선택은 구분하지 않는다.

4) 종합시험 과목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시험과 전공과목 종합시험으로 구

성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전공과목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실시

한다.

(3) 시험과목의 선정은 수험생의 관심분야에 따라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1) 학위청구논문 심사일 이전에 예비발표를 해야 한다.

(2)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주임교수가 청한다.

(3) 지도교수 책임 하에 연구결과를 공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지

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 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6) 학술발표

(1)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위논문청구 1학기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 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청구 학기에는 학위논문에 대한 최종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 하여

야 한다.

(2) 박사 학위논문 청구자는 학위논문제출전에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술지에 당

해 소논문을 1회 이상 발표 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심사과정, 심사방법, 심사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

된 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을 준수한다.

6. 교과목해설 / Course Description

00443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공동 필수과정으로 논문 작성법과 연구 설계로 나누어 논제 선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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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연구과정, 논문의 구성, 원고 작성, 인증 방법 및 논문의 마무리를 학습한다.

The process of writing graduation thesis is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method 

of writing and the other is research plan. Students take lessons on topic selection, 

data collection, research process, thesis organization, writing manuscript, authentic 

method and concluding thesis, as the mandatory courses.

06278 고급연구방법론 (Advanced Research Methods)

패션·뷰티산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급연구방법에 대한 이론과 이를 연구에 적용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다양한 연구 설계에 따른 경로 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차원 분석, 컨조인트 

분석, 정중상관분석 등의 기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to study main theories on advanced research method and utilize 

them on fashion & beauty industry research. Students practice techniques on 

various research plan, such as path analysis, cluste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multi-dimensional analysis, conjoint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etc.

00453 통계학 (Statistics)

통계학의 기초이론을 패션과 뷰티산업의 실험 연구 및 사회조사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법과 분석법을 학습한다. 동시에 각종 통계 program package를 활용, 실제 연구문제의 자료

를 분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nvolves extensive use of statistical packages including SPSS such as  

t-test, ANOVA, factor analysis ect.

06302 고급통계학 (Adavanced Statistics)

의상학과 뷰티산업학의 실험연구 및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학의 고급 이론을  학습한다. 

Spss와 빅데이터 분석등의 각종 통계 program package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nvolves use of advanced SPSS statistical packages and learn big data 

analysis.

07190 Amos 분석법연구 (Amos Analysis Study)

Amos 분석 방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를 적용한 논문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런 과

정을 거치면서 Amos 분석방법을 활용한 논문주제를 찾아 논문을 디자인 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d on Amos techniques.

00435 패션과 사회심리특론 (Special Topics in Fashion and Social Psychology)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의 기초학문의 이론을 인간의 복식행동에 적용하여 복식이 착용자

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과 지각자에게 주는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다. 각 주제별로 기존의 연구 상

황을 조사하고 미래연구의 방향을 찾아본다.

The various aspects of human behavior related to clothing are studied in this 



course. We will apply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to analyze human behavior. 

Specific topics include impression formation, conformity, fashion, role, self-concepts, 

personality, body image, and social status.

00432 고급패션마케팅 (Advanced Fashion Marketing)

패션마케팅에 관련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을 국내외

적으로 파악한다.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

여, 패션마케팅 이론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e core of this course consists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fashion marketing. 

Issues such as segmentation, brand strategy, evaluative criteria, pricing, aesthetics, 

and consumer involvement are possible areas of discussion.

06305 패션유통특론 (Advanced Fashion Retailing)

상품유통에 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의류상품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유통상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유통의 다양한 형태, 전망, 형태별 전략 등을 이해하고, 우리

나라 패션산업에서 유통부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Fashion retailing provides study issues related with the principles, methods, and 

techniques used in buying and selling fashion goods and services. Students are 

encouraged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apparel 

retail.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building competitive strategies 

that can be used in global retail.

06303 기성복산업과 상품기획 (Apparel Business and Production Planning Process)

기성복 산업의 상품기획과정과 소매관리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룬다. 상품기획은 시장정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 경제적 측면을 학습하고, 패션산업에서의 

상품기획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lothing products in apparel industries. Students will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micro and macro environments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apparel industry.

06306 패션과 경제 (Fashion and Economics)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후, 패션산업이나 뷰티산업 등의 각 분야들이 경제

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basic principles of micro and macroeconomics applied to 

fashion business. Topics covered in microeconomics include supply and demand, 

the theory of production and costs, market structures and fact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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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cs topics are the national incomes accounts,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 income, employment and inflation,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nd 

international trade.

06307 패션자료분석 (Analysis of Fashion Data)

패션자료에 대한 미시적 자료나 거시적 자료 및 산업체의 각종 자료를 분석해 보고 자료를 통해 

패션산업을 분석해 보고, 패션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This seminar explores pertinent issues in fashion industry. It seeks to clarify pivotal 

issues in fashion industry. The seminar's objective is to prepare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their day-to-day research practices.

06308 글로벌마케팅특론 (Special Topic in Global Marketing)
글로벌 마케팅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패션 기업이나 뷰티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활용에 적용시
켜 본다. 글로벌 마케팅의 배경과 환경적 요인, 글로벌 경영정책, 전략 등을 알아본다.
Students need a deeper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nd how these 

differences may influence marketing - mix. They ne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mechanics of the world business system. They need to 

learn how to find out more about potential opportunities and threats that lie 

outside.

06309 인터넷비즈니스특론 (Special Topics in Internet Business)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과 뷰티산업에 대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을 학습 
한 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성공적인 패션과 뷰티 시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파악한다.
The course will focus on the following topics: The emerging digital world; 

individuals and firms online; network technologies; business models on the internet; 

online brand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loyalty in electronic 

markets; internet's impact on innovation and product management; online retailing; 

business-to-business e-commerce; multi-channel management.

06688, 06689 패션마케팅 세미나 I · II (Fashion Marketing Seminar I · II )
패션마케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은 읽으며 논문에 대한 분석과 연구방향을 토론한다. 이 과
정을 통해서 연구문제 선정 방법과 연구디자인 방법 및 연구계획에 대한 능력을 상향시킨다.
This seminar exposes students to fashion management theories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help students learn to synthesize and 

contrast theories to develop hypotheses of their own.



06310 소비자행동특론 (Special Topics in Consumer Behavior)
패션과 뷰티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및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를 규명하고 그 분석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를 밝힌다.
This course starts with understanding behavioral theories of customer response and 

strategic frameworks of customer brand management. Topics include assessing 

consumer decision process ; customer portfolio management; sales force 

management and automation; and designing services programs to optimize 

customer experiences; and expanding customer relationships through services. 

Learning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lecture and discussion, critical discussion of 

case studies.

06311 소셜미디어와 마케팅 (Social Media and Marketing)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잇는 소셜미디어의 현황과 이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패션산
업이나 뷰티 산업에 적용시키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sound understanding of management of an organization's 

total marketing communications. The focus is on identifying appropriate strategy 

and tactics for effectively communicating with  consumers  in both conventional 

ways and also in new and emerging ways. Students research the roles of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06312 고급뷰티마케팅 (Advanced Beauty Marketing)
뷰티마케팅에 대한 기본이론을 학습하고 최근 뷰티마케팅 분야에 대한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살
펴본다. 이를 토대로 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마케팅 이론에 근거하
여 제안하도록 한다.
This course consists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beauty marketing. Issues such as 

segmentation, brand strategy, evaluative criteria, pricing, aesthetics, and consumer 

involvement are possible areas of discussion.

06313 뷰티산업전략사례연구 (Beauty Business Strategy and Case Study)
뷰티산업 전략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후 실제 각 뷰티산업 유형별로 전략들을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해 본다. 실제 뷰티 산업에서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 성공 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This case study course surveys  cases of beauty industry and students analyze the 

success and fail factors.

06314 뷰티상품학특론 (Special Topics in Beauty Merchand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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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과 헤어상품의 종류와 특성, 효능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에 대한 뷰티상품의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다.
Students lear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keup and hair products, and  

study strategy of beauty products.

06315 뷰티자료분석 (Analysis of Beauty Data)
뷰티자료에 대한 미시적 경제자료, 거시적 경제자료 및 산업체의 각종 자료를 통해 뷰티 산업을 
분석해 보고, 뷰티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This seminar explores pertinent issues in beauty industry. It seeks to clarify pivotal 

issues in beauty industry. The seminar's objective is to prepare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their day-to-day research practices.

06316 뷰티트랜드분석 (Analysis of Beauty Trend)
뷰티 디자인이나 산업에 대한 연대별, 시즌별로 유행 경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뷰티 디자인과 
산업에 적용시키도록 한다.
This course analyzes the trends of beauty design and industry to apply trends to 

cosmetic design and industry. 

06317 뷰티와 대중문화특론 (Special Topics in Beauty and Pop Culture)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시대별 특징을 학습한 후 이를 뷰티 디자인과 산업에 적용하

여 연구하도록 한다.

Students learn the basic theory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r culture, so as to  

apply it to the beauty design and industry.

06318 바디이미지와 사회심리 (Body Image and Social Psychology)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의 기초 학문의 이론을 바탕으로 뷰티에 의해 만들어지는 바디이

미지가 지각자에게 주는 사회적 영향과 각 개인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다. 각 주제별로 

기존의 연구 상황을 조사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찾아본다.

This course is based on social psychology to study the psychological impact of 

body image on each individual. Students investigate the previous body image 

article and  tr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06319 뷰티디자인과 이미지메이킹특론 (Special Topics of Beauty Design and Image Making)

헤어나 메이크업 등 뷰티 디자인을 통하여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산업체, 상품 등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응용하도록 한다.

Students learn the factor and theory of image-making by the beauty design,  and 

research how to make the images.



06047 뷰티코디네이션과 스타일 (Special Topics in Beauty Coordination)

패션과 헤어, 메이크업의 스타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분류법에 따라 전체적인 코

디네이션 기법을 실기와 이론을 통해 정립한다.

The style characteristics of fashion, hair, and make-up are systematically classified to 

establish the overall coordination technique. The articles of beauty co-ordination are 

analized to suggest the future research. 

06320 고급뷰티문화사 (Advanced Cultural History of Beauty)

화장과 헤어에 대한 역사를 학습하여 화장과 헤어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익히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도록 한다.

This course explores culture history of beaut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Students look into the roles of beauty in society, the relationship of beauty to 

the culture.

06321~06322 창작헤어디자인 스튜디오 Ｉ· II (Creative Hair Design Studio Ｉ· II)

창의적인 헤어디자인에 대한 발상부터 디자인 제안, 실제 작품제작 및 전시에 따르는 전  과정

을 실습하고  포르트폴리오를 제작한다.

This course develops creative hair design and makes proposal of hair design to 

produce a portfolio. 

06323~06324 창작메이크업디자인 스튜디오 Ｉ· II (Creative Make-Up  Design Studio Ｉ· II)

창의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에 대한 발상부터 디자인 제안, 실제 작품제작 및 전시에 따르는 전 

과정을 실습하고  포르트폴리오를 제작한다.

This course develops creative make-up design and makes proposal of hair design 

to produce a portfolio. 

06690, 06691 고급 헤어·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I· II (Advanced Hair · Make-Up Illustration 

I·II)

헤어, 메이크업의 표현능력 향상과 색감, 조화미, 미적 감각의 상승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아이

디어 스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뛰어난 표현을 가능하도록 한다. 

The advanced expression power of hair, make-up are studied to represent  the 

idea sketch better.

06325~06326 뷰티기초과학 I· II ( Basic Science for Beauty Ｉ· II )

뷰티 전반에 적용되는 과학의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Students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science to apply to the beauty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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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63 고급네일디자인 연구 (Advanced Nail Design Study)

창의적인 네일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과 연구를 하며, 네일 디자인의 트렌드 분석과 연구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네일 디자인 관련 논문을 분석한다.

This course develops creative nail design, and analyzes and reserched the nail 

fashion trend.

03895 패션과 예술 (Fashion and Art)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예술양식과 복식양식의 관계를 비교, 분석, 연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예술양

식과 복식양식의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 복식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and characteristics in 

styles of art and clothing through the ancient to today, and develop the ability to 

forecast the current fashion trend.

00437 복식미학 (Aesthetics in Dress)

복식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학적 측면에서 미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복식의 조형성과 

미적범주를 일반적 디자인론이나 예술론을 바탕으로 복식미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concept of beauty represented in dress in the aspects of 

aesthetics. Students develop their abilities to analyze various aesthetics in dress by 

the dress formativeness and aesthetic categories based on the theories of art and 

design.

06292 패션디자인실험 (Experimental Fashion Design)

디자인 요소인 색채, 선, 재질에 따라 형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디자인과 기능성에 대한 주관

적 판단에 대해 학습한 후,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실제의 작품을 제작하여 복식디자인의 응용능

력을 개발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fashion art or products on the basis of creative and 

experimental design methodology and work procedure, through the desig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various related field, and improve ability of application in 

fashion design.

00455 패션디자이너연구 및 세미나 (Study and Seminar on Fashion Designer)

디자이너별로 디자인, 색채, 형태 등 디자인 표현방법의 특성을 연구하여 의상디자인의 능력 개

발을 함으로써 전문인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unique individual fashion 

designer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ir inspiration, key design elements and 

processes.



06293 패션디자인특론 (Special Topics in Fashion Design)

산업사회에서 패션디자인의 기능미와 장식적인 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개

발한다. 패션디자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현대 패션산업에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creative fashion design through studying the beauty of 

function and decoration in the industrial society, and acquire the ability as a 

specialist in modern fashion industry.

06294 패션색채디자인 (Fashion Color Design)

색채의 본질과 이론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색채 구성의 실습을 통하여 미적 측면에 대한 감각을 

배양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효율적인 색채 활용능력을 증진시킨다. 

This course focuses on developing the ability of effective color utilization by 

understanding the theory of color and practicing the harmonious color scheme.

06296 패션문화와 디자인 (Fashion Culture & Design)

패션문화의 변천을 예술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패션문화의 정신적, 미학적 세계를 탐구한 후 이러

한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에 응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디자인 창출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studies fashion in terms of cultural phenomenon. Students explore 

social, psychological and aesthetic concepts in fashion culture and apply them as 

inspiration for creative design development.

06297 디지털디자인연구 (Special Topics in Digital Design)

패션 산업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관련 다양한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운용을 익혀 새로운  

패션디자인 전개방법의 변화 및 패션디자인의 능률을 높이며 정보사회에 맞는 디지털 패션문화

를 창조하도록 한다.

This course explores new technical methods for fashion design by learning various 

software programs to maximize design efficiency, and create digital fashion culture 

in ICT-oriented society.

06686, 06687 고급패션스튜디오 (Advanced Fashion StudioＩ· II)

컨셉에 맞는 디자인전개, 제작, 연출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전개를 통한 

디자인 교육을 하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create own brand with signature concept and story through 

the process of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esentation. 

06299 현대패션과 액세서리연구 (Study on Fashion and Accessory)

각종 액세서리 특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액세서리 제작방법을 익힌다. 또한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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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형태에 대한 조형적 감각을 배양하여 현대 액세서리의 아이템 개발 방향을 탐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production methods of various accessories based 

on the theories of characteristics of accessories, and also research the directions of 

item developments by developing formative senses in accessories.

06300 뷰티와 색채 (Beauty and Color)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뷰티 전반에 대한 논리적인 색채 감각력을 함양한다. 뷰티 디자인의 창의

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색채 감각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color theory and research of color area to develop the 

creativity of beauty design and thesis. 

06301 뷰티와 예술 (Beauty and Art)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예술양식과 뷰티양식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다. 예술양식과 

뷰티양식의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 뷰티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explores the history of art and beauty from ancient period to 20 C. 

Students learn how to analyze works of art and beauty.

00440 서양복식구성특론 (Topics in Construction of Western Costume)

의복의 각 부분에 대한 구성조건들을 다르게 실험적으로 제작하여 비교․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의복의 구성조건들을 추출하여 보다 인체기능에 맞는 이상적 패턴 제작 조건을 제시하고자 연구

하는 과정이다. 

This course is to research the most suitable pattern method according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patterns, and to discuss and analyze the latest 

research trends.

06124 컴퓨터패턴연구 (Computer Aided Pattern making)

의류산업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기존 수작업이었던 패턴제작을 패턴 CAD를 이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 분야의 연구 논문을 찾아 요약 및 발표하고 연

구주제를 선정하여 소논문을 완성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computer aided pattern making using CAD and 

apply it to various fashion design, as well as to discuss and analyze the latest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06286 크리에이티브 드레이핑 (Creative Draping)

의류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패션디자인을 삼차원적인 입체의 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창작

력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디자인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 분양의 연구논

문을 찾아 요약 및 발표하고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소논문을 완성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ree-dimensional pattern research to practice appropriate 

methods based on fabric characteristics using the draping technique and to 

produce a variety of fashion designs.

06287 3차원패턴연구 (Study of 3D Pattern)

본 과목은 IT와 패션이 결합된 3차원 의상의 전반적인 개요와 연구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적인 

제작도구인 다양한 3차원 의상 CAD의 실습을 통해 3차원 패션쇼와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3D pattern CAD program for developing 3D fashion 

design and fashion show, and research 3D fashion design combined with IT.

06288 어패럴생산시스템(Apparel Product System)

어패럴 생산시스템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군인 테크니컬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for training technical designers as new occupational category, who 

understand apparel production system.

08764 기능성 의류개발 특론 (Special Topics in Functional Apparel Development)

운동생리학, 의복인간공학, 스포츠과학의 융합체계를 통한 기능성 의류개발을 논의하고 분석한다. 

연구대상의류는 스포츠웨어, 소방복, 전투복, 비행복 등이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clothing for people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such 

as handicapped, old or little ones and so on.

06291 남성복 의복구성 (Clothing Construction for Men’s Wear)

남성의 신체 구조와 패턴을 연구하고 이 분야에 최근 연구 경향을 논의하고 분석한다.

This course focus on the study of the body structure and pattern of men, as well 

as the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 latest research trends in this field.

00441 서양복식사특론 (Topics in History of Western Costume)

서양복식의 기원 및 변천과정을 각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각 아이템별로 변천과정을 추정하고, 재단과정의 변천을 고찰한다.

This course is to analyze the origin and historical transition of western costume based on 

the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of each period. Students study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each item’s tailoring process to apply it to the modern costume design. 

00433 민속복식특론 (Topics in Folk Costume)

세계 각 문화권의 대표적인 민속복식에 관하여 발생, 정착 쇠퇴 과정을 조사하고 민소고가 문화

사적 측면에서 원인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또한 민속의상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한 사례연구 

및 미래의 활용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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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to research the causes and influences in aspects of folklore and cultural 

history. Students also investigate the process of occurrence, settlement and decline of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folk costumes of all cultural areas in the world.

06082 문화컨텐츠개발연구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research)

한국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하고 문화 컨텐츠의 문화원형 중

에서 패션과 관계된 자료를 조사 연구하고 개발한다. 

This course is to analyz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ulture contents. Students not 

only need to research and organize materials and documents related to traditional costumes, 

but also to build databases with collected data and to explore ways to diversify search 

methods.

06125 감성의상소재특론 (Advanced Sensible Textile Materials)

피복재료의 성능은 구성 섬유뿐 아니라 다양한 감성가공에 의해 좌우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이

용분야가 결정된다. 의류용 및 실내장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소재가 지녀야 하는 감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재의 기능에 따른 다양한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The efficiency of clothing materials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fiber but also by various 

manufactured emotions, and this manufactured emotion of a material decides the appropriate 

field of its usage. This course researches the manufactured emotions a  material needs to 

have by use and develops the ability to relevantly use the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functions. 

11723 미래패션디자인세미나 (Future fashion design seminar)

미래 패션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과 이슈를 분석하고 디자인 개발의 방향을 연구한

다.

This course aims to analyze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nd issues that affect 

future fashion and study the direction of design development.

11724 지속가능패션디자인연구 (Sustainable Fashion Design Research)

지속가능패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창의적 패션디자인 발상의 한 방법으로서 지속가

능패션디자인을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various topics on sustainable fashion, study sustainable 

fashion design and conduct various projects as a way of thinking about creative 

fashion design.

11725 패션테크놀로지 (Fashion Technology)



기술 환경 변화가 패션에 끼진 영향을 분석하고 버추얼디자인, AI 디자인, 스마트웨어, 3D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패션을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fashion that combines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design, AI design, smartware, and 3D printing by analyz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on fashion.

11726 고급버추얼패션디자인 (Advanced Virtual Fashion Design)

패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사하고, 적합한 3D 디자인 툴을 활용하

여 버추얼 패션 디자인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연구 방법론을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lan and develop virtual fashion design and 

contents using suitable 3D design tools by investigating various metaverse 

environments applicable to the fashion industry, and to explore research 

methodology.

11722 고급패션포트폴리오 (Advanced Fashion Portfolio)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 컨셉과 정체성이 담긴 패션컬렉션 포트폴리오를 산업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a portfolio of fashion collections containing designers' 

creative design concepts and identities in various digital storytelling formats suitable 

for industrial demand.

11759 고급패션커뮤니케이션 (Advanced Fashion Communication)

디지털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패션상품 및 콘텐츠 표현 형식, 전달 방식 연구 및 실습하며, 패션

산업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효과를 연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for the 

fashion industry and consumers, and to study the effects by studying and 

practicing the expression form and delivery method of fashion products and 

contents using digital audiovisual media.

11727 디지털마케팅시나리오 (Digital Marketing Scenario)

패션마케팅의 4p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상의 디지털 시나리오를 통해 구현해보고 결과에 대한 분

석을 통해 패션마케팅 전략을 연구한다.

The overall contents of 4p of fashion marketing are implemented through virtual digital 

scenarios, and fashion marketing strategies are studied through analysis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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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8 패션빅데이터분석 및 적용 (Big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

패션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분석한 내용을 패션 산업의 기획과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들

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to aim to analyze fashion-related big data and study the methods of 

applying the data to the design and strategy of the fashion industry.

11729 패션AI연구 (Fashion AI Research)

패션산업의 기획과 디자인에 AI 적용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패션분야에 AI 적용의 

효과를 높이는 연구를 한다.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research AI applications to the strategy and design 

in the fashion field.

11730 패션메타버스연구 (Fashion Metaverse Research)

패션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가상현실의 방법들을 학습하고, 효과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analyze, and survey virtual reality methods applied to the 

fashion industry.

11731 고급패션스타트업 (Advanced Fashion Start-up)

패션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과 사업 가능성에 대한 분석법등 패션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방법들을 연구한다.

This course explores research the success of fashion startup, such as idea thinking 

methods for fashion startups and analysis of business possibilities.

11732 패션무역실무 (Fashion Trade Practice)

패션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실무 내용을 학습한 후, 실제 패션 수출입과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is to analyze actual cases of import and export of fashion products by 

learning the practical contents of import and export of fashion products.

11733 패션뷰티세라피 (Fashion & Beauty Theraphy)

패션과 뷰티 스타일링과 학습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적 자신감과 안정감,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

과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effects of people's psychological confidence, stability, 

and stress relief based on fashion and beauty styling.



11758 패션비주얼머천다이징 (Fashion Visual Merchandising)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온.오프 라인의 패션유통과 프로모션 분야의 상품기획과 전략 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관련 분야에 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research the on & off line channel strategy , and fashion 

poducts pormotion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