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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Department of Applied Arts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예술체육대학1 창조관(D동) 203-C호 / 수여학위명 : 미술학 석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Art & Physical Education 1, 203-C

수여학위명 : Master of Fine Arts in Design

TEL : 031-750-5533  FAX : 031-750-5852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조형예술의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

문 미술인을 양성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 

▶ 전문적 디자인, 조형예술 이론의 연구와 보다 실제적인 응용미술의 가능성 탐구. 

▶ 정보사회 속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조형예술의 가능성 제시. 

▶ 우리문화의 전통과 현대미술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응용미술의 새로운 정체

성 발견.

▶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by cultivating professional artists 

who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by pioneering new areas of design through in-depth 

exploration of formative arts.

▶ Research on professional design and formative art theory and exploration of the 

possibility of more practical applied art.

▶ Presentation of the role of design and the possibility of formative art in the 

information society.

▶ Discovering a new identity of applied art through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linking traditions of Korean culture with contemporar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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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석사

전공분야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Visual design, Industrial design

연구분야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Visual design, Industrial design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정동림
의상학과 박사
미술학 석사

의상, 섬유디자인, 섬유미술 leoba@gachon.ac.kr

교수  김창수 미술학 석사 시각디자인 design07@gachon.ac.kr
교수 박기성 미술학 석사 섬유미술, 섬유디자인 kee@gachon.ac.kr
교수 박인창 디자인학 박사 시각디자인 parkic98@gachon.ac.kr
교수 신현숙 미술학 석사 염직공예디자인 sin5577@gachon.ac.kr

조교수 김성래 미술학 석사 영상 미디어 디자인 sr3dkim@gachon.ac.kr
교수 류창희 디자인학 박사 산업디자인 chuyu@gachon.ac.kr
교수 박필제 디자인학 박사 산업디자인 pjpark@gachon.ac.kr
교수 최기현 미술학 석사 공예미술학 kion@gachon.ac.kr
교수 홍의택 미술학 석사 제품·멀티미디어디자인 hong@gachon.ac.kr
교수 이정민 미술학 박사 공간디자인 64jmlee@gachon.ac.kr

조교수 육호준 미술학 박사 시각디자인 yook@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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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포트폴리오, 면접으로 치른다.

(2) 각 전형의 배점과 합격 기준은 대학원 입시전형 시행내규에 준한다.

(3) 전공실기시험은 각 전공별로 나뉘어서 치루워 지며, 시험 당일 가번호 추첨을 통해 시험 

순번을 결정한다.

(4) 실기자료(포트폴리오)로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교수 전원의 점수를 합산 백분율

로(공개심사)하며 제출자료를 학과에 보관한다.

2) 지도교수

(1) 입학 후 첫 학기부터 논문지도교수를 선택(상황에 따라 배정 가능)한다.

(2) 지도교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학기 등록 전,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

을 얻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초에 논문지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2회 이상 지

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원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 학점은 24학점이다.

(2) 응용미술학과의 전과목은 전공선택이나 각 전공(섬유미술,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별 지도

교수의 지침과 평가에 따라야 한다.

(3) 이 외의 학점관련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4) 선수과목

응용미술과에 입학한 자는 개인별 전공과목에 따라 24학점이내에서 일정학점 이상을 다음의 선

수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이수 할 선수과목은 해당전공 교수와 상의하여 과목을 정한다.

    (1) 디자인

교과목명 학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연구 Ⅰ 3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연구 Ⅱ 3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연구 Ⅲ 3

PR/광고세미나 3

시각디자인론 3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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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디자인

5) 종합시험 과목

과정

시 험 과 목 비고

Ⅰ Ⅱ

총 3 과목

석사

과정
포트폴리오

디자인경영                시각디자인론

PR/광고 세미나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연구 

산업디자인론             커뮤니케이션특론

퍼브리케이션연구

(위 과목 중 2과목 선택)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학술논문과 작품논문 중 택일한다. 단 작품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작품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2)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6조에 따른다.

(3) 학위 청구논문은 2학기, 3학기, 4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논문지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논문 심사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연구 논문계획서를 작성, 발표해야한다.

(4)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학위논문제출 기한 이전에 예비 공개발표를 해야한

다.

(5) 작품논문의 경우 논문을 주제로 한 발표회(또는 전시회)를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발표하여

야 한다.

(6) 이외의 학위청구 논문관련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준한다.

7) 학술발표

(1) 창작 발표활동(개인전, 공모전, 그룹전, 학회가입 포함)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도한다.

(2) 학술활동 - 미술잡지, 이론지, 학회지에 게재, 발표, 참가를 권장 지도한다.

교과목명 학점

제품시스템디자인 Ⅰ 3

제품시스템디자인 Ⅱ 3

디자인 실무 Ⅰ 3

디자인 실무 Ⅱ 3

환경시스템디자인 Ⅰ 3

환경시스템디자인 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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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04105 PR/광고세미나 (PR/Advertising Seminar)

성공적인 홍보와 광고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략과 표현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제

시하고 나아가 디자인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력을 키운다.

Focusing on successfu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cases, it presents theoretical 

grounds and methods for strategies and expressions, and further develops creativity to 

adapt to design practice.

04106 시각디자인론 (Theory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디자인의 전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디자인활동과 

방법론 의 전개를 정의함으로써 디자인의 구체적인 정의와 개인의 창조적 사고를 정립하는데 있

다.

It is to establish a specific definition of design and individual creative thinking by 

analyzing the overall principles and theories of visual design and defining the 

development of design activities and methodologies through research on historical 

backgrounds.

04107 디지털미디어디자인 (Digital Media Design)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디자인 감성, 실무과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편집디자이너로서의 필요한 사고력과 창조력을 연마한다.

Through technical knowledge, design sensibility, and sufficient learning of practical 

processes in digital media design, the necessary thinking and creativity as an editing 

designer are honed.

04108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연구1 (Visual Communication Design 1)

시지각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디자인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각 전공자의 성격에 따라 표현 

능력 및 창의성을 개발한다. 또는 시각, 청각 커뮤니케이션 즉 공감각이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기

능과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한다.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design related to visual perception communication, 

expression ability and creativity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each 

major. Alternatively, it studies visual and auditory communication, that is, communication 

functions and utilization plans linked to synesthesia.

04109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연구2 (Visual Communication Design 2)

시지각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디자인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각 전공자의 성격에 따라 표현 

능력 및 창의성을 개발한다. 또는 시각, 청각 커뮤니케이션 즉 공감각이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기

능과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한다.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design related to visual perception communication, 

expression ability and creativity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each 

major. Alternatively, it studies visual and auditory communication, that is, communication 

functions and utilization plans linked to sy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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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연구3 (Visual Communication Design 3)

시지각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디자인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각 전공자의 성격에 따라 표현 

능력 및 창의성을 개발한다. 또는 시각, 청각 커뮤니케이션 즉 공감각이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기

능과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한다.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design related to visual perception communication, 

expression ability and creativity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each 

major. Alternatively, it studies visual and auditory communication, that is, communication 

functions and utilization plans linked to synesthesia.

01119 영상 (Film)

시각디자인의 원리를 통한 영상매체의 운용학습으로 영상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기초

적인 영상기술을 학습하고 영상문화 환경을 이해한다.

Through the operation learning of video media through the principle of visual design, 

they learn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video media and basic video technology 

and understand the video culture environment.

04112 퍼브리케이션 연구 (Research on Publication Design)

원고제작, 인쇄, 저작권법 등의 출판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편집디자이너로서의 필요한 사고력을 연마한다.

The necessary thinking skills as an editorial designer are honed through sufficient 

learning about basic theories and practical processes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manuscripts, printing, and copyright laws.

04113 커뮤니케이션테크놀러지연구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디자인을 이해하고 특히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을 통하여 매체이용에 폭을 

넓히 고 매체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진다.

Understand the design in terms of information delivery,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media, expand the scope of media use and have adaptability 

to media changes.

04114 아이덴티티디자인 연구 (Research on Identity System)

표현방법의 변화동기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이를 통한 자신의 이미지 표현 방법에서부터 

모든 디자인의 이미지를 아이덴티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Understand the motivation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expression method, and 

develop and study ways to identityize images of all designs from their own image 

expression method.

04115 컨텐츠디자인스튜디오 (Contents Design Studio)

컨텐츠디자인과 관련하여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전문적 연구물을 기획, 제작하고 이를 

체계적인 자료와 이론으로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

추는 과정이다.

It is a process of planning and producing professional research materials based on a 

wide range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related to content design and having high 

practical skills based on academic research and projects that support them with 

systematic data 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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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63 I.D. Studio (1) 

ID Studio(1)은 산업디자인 전반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메가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산

업디자인의 메타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 트렌드수집, 사례분석, 아이덴티티 연구, 컨셉모듈의 개발, 

아이디어의 시각화와 그의 발표를 통한 디자인전반의 실무적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과목

ID Studio (1) is a subject that studies the overall practical process of design through 

concept module development, idea visualization, and presentation, focusing on the newly 

changing megaprocess of industrial design.

03547 I.D. Studio (2) 

ID Studio(2)는 ID Studio(1)을 이수한 수강자들에게 더욱 심화된 전문적 내용을 기반으로 급

변하는 후기 산업화 사회의 특징과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실증

적 연구 프로젝트와 접목하여 새로운 방법론과 그에 대한 실험 결과물을 연구제안 하는 과목으로 

제품시스템, 환경시스템, 운송시스템, 산업기기시스템 디자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연구 하는 과목

ID Studio (2) is a subject that builds a design management process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a rapidly changing post-industrial society based on the 

more advanced professional content of ID Studio (1), combines it with empirical 

research projects to study new methodologies and experimental results.

04116 I.D. Studio (3) 논문연구 방법론

논문연구 방법론은 산업디자인 전공자들이 학위청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 방법론

강의 를 통해 연구의 일반적인 목차 분석은 물론 다양한 사례분석기법의 이해, 디자인문제 해결 

방법론의 연구, 수집자료의 통계처리 및 연구 트렌드의 정렬 방법과 결과물의 발표 기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또한 연구 테마에 따른 세부전공별 연구 발표의 실연과 각종 학술단체의 발표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개인연구의 전개와 발표의 기법을 연마하게 된다.

The thesis research methodology is a subject for industrial design majors to prepare 

for degree-claim papers, and learns about general table of contents analysis of 

research, understanding of various case analysis techniques, design problem solving 

methodologies, statistical processing of collected data, and presentation of results. In 

addition, they will participate in performances of research presentations by detailed 

major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me and presentations by various academic 

organizations to polish the development and presentation techniques of professional 

personal research.

03319, 03320 개별과제연구 (1)(2)

개별과제 연구는 전공범위내의 연구 프로젝트 혹은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도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또한 수강자의 독자적인 연구지원을 통하여 심화된 전공 경험을 가지

게 된다. 본 과목은 실무적 프로세스의 경험과 함께 디자인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네트웍을 연구하

게 된다.

Individual task research is carried out with an advisor through a research project 

within the scope of the major or an industry-academic linkage project, and the student 

has an in-depth major experience through independent research support. This subject 

studies the overall business network of the design industry along with the experience 

of pract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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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1 디자인경영 (Design Business Management)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시장의 요구와 기업활동에 의한 시장의 제공사이에 이루어지는 디자인개

발의 메가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디자인관리 행위를 연구하고 이의 분석과정으로 디자

인을 기업 활동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보조행위로서의 디자인이 아닌 주요 

경영요소로서 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과정임.

It is a research process in terms of design management behavior that occurs in the 

mega process of design development between the market demand for product 

development and the provision of the market by corporate activities.

03325 트렌드/프로세싱 연구 (Trend Processing Research)

디자인학문 전반에 관련된 작가, 작품, 기업, 디자인전문집단, 브랜드에 대한 경향 등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학습하고 전범위적인 문헌 및 탐방조사를 통하여 토론, 협의, 분

석을 통하여 디자인 프로세싱을 연구하는 과목

Subjects that learn social design trends through research on artists, works, 

companies, design groups, and brands related to design studies and study design 

processing through discussions, consultations, and analysis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and exploration surveys.

03326 커뮤니케이션 특론 (Theory of Communication)

후기 산업화 사회의 네트웍 환경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에 대한 고찰과 디자인비즈니스 환

경 전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및 사이버 리터러시 및 네트웍환경의 컨버젼스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의 세미나 및 발표하는 과목

A subject that examines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network environment of a 

post-industrial society and studies and presents convergence trends in digital and cyber 

literacy and network environments across the design business environment.

03327 산업디자인론 (Theory of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론은 철학, 미학, 건축 및 디자인론, 커뮤니케이션이론과 각종 비평을 통해 산업디자

인과 관련된 이론을 연구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강자는 역사적 이론은 물론이고 현재의 사회

학, 인문학 과 연계하는 제반의 현상에 나타나는 디자인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는 과목.

Industrial design theory studies theories related to industrial design through 

philosophy, aesthetics, architecture and design theory, communication theory, and 

various criticisms. Through this subject, the student studi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design that appears in various phenomena linked to the current sociology and 

humanities as well as historical theory.

03331 프레젠테이션 테크닉 (Presentation Technique)

프레젠테이션테크닉은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응용한 디자인 표현 기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2D, 3D, 모델링, 렌더링, 가상현실 및 실시간 표현기법 등을 경험하며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매체운영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아울러 디자인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실무적 기법의 적용을 경험하

는 과목.

Presentation techniques study design expression techniques that apply digital 

technology.

Experience 2D, 3D, modeling, rendering, virtual reality and real-time expression 

techniques, and learn media operation capabilities for various presentations. In addition, 

subjects experiencing the application of practical techniques in a design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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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9 디자인정보 세미나 (Design Information Seminar)

국내외 디자인 산업 관련분야의 최신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경향, 비젼, 가치를 검증하며 

각종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로 가공 및 정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며 벤처 비즈니스 모형의 

개발제안으로 진행되는 과목

Subjects that collect the latest inform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design 

industry-related fields, verify trends, visions, and values, process and align various 

data into business models to form databases, and develop venture business models.

03330 디자인 포트폴리오 (Design Portfolio)

디자인 실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작품과 역량을 재정리하며 대학원의 전공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을 정렬하는 과목

Subjects that reorganize individual works and competencies to adapt to the design 

practice environment and align achievements made in graduate school major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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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 발전계획

산업디자인 전공학과의 발전목표는 산업 활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가 양

성을 목표로 조형예술 이론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산업디자인 적용으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조형교육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학과의 교육과정은 새롭게 다변화하고 있는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활을 풍요

롭게 하는 창조적 생활제안의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이

루어 지도록 개편하며 학과의 전공교육은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인류의 생활을 재해석하여 이를 

문화기술로 창조하는 디자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산업디자인 전공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을 연구하고 산업디자인이 사회적 이념 하에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 전공은 우리의 생활전반에 폭넓게 관여하는 디자인분야에서의 창의적 기획(Planning), 조형

(Gestaltung), 개발(Development) 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자(Merchandiser)로서의 디자이너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찾고 있으며 이에 본 전공에서는 생활문화에 적합한 디자인가치를 중

심으로 하여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를 인지/기획하고 실현하고자하는 예술, 과학, 기술을 연계하

는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적인 신(新)디자인 교육과정(Integral Design)과 학문연구를 통

하여 폭넓은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할 후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배출하도록 세부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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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과소개

인류문명의 발전은 산업화를 거치고 정보화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

화가 진행되면서 디자인의 역할도 산업 경쟁력의 증대와 고부가가치의 창출 수단으로부터 최근 

다변화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창조적 생활제안 행위

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인류의 생활을 재해석하여 이

를 문화기술로 창조하는 디자인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산업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중심의 경제로 이동해 감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

하는 디자인적 사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산업디자인 전공은 인간환경의 상호작용 지원이라는 디자인의 사회적 이념 아래서 변화하는 

시대가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전공은 우리의 생활전반에 폭넓게 관여하는 디자인에서 창의적 기획

(Planning), 조형(Gestaltung), 개발(Deve lopment) 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자(Merchandiser)

로서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전공에서는 생활문화에 적합

한 디자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를 인지/기획하고 실현하고자 예술, 과

학, 기술을 연계하는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적인 디자인 교육과정(Integral Design)과 학

문연구를 통하여 폭넓은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을 배출하고자한다.

As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progressed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the 

continuous change from information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of design 

has also diversified from the means of increas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reating 

high value added. In response to this, the importance as a creative life suggestion act 

throughout life is being highlighted. In the 21st century, when culture is emphasized, 

the role of design to reinterpret human life and create it with cultural technology is 

getting bigger and more important. In addition, as the economic system of our country 

moves from the industrial-oriented economy to the service-oriented one, the 

importance of design thinking that understands and reflects human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is regard, the Industrial Design major aims to foster design professionals 

wh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needs of the times and provide necessary 

knowledge information under the social philosophy of design, which supports the 

interaction of human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major ha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for cultivating designers as a mediator who can be involved in planning, 

gestaltung, and development in design, which is widely involved in our life. Therefore, 

in this major, design education that connects art, science, and technology is carried out 

in order to recognize / plan and realize diversified consumer demands centering on 

design values suitable for living culture. Through academic research, we will produce 

experts who can work in a wide range of design fiel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