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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공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융합교육으로 통합적 

시각의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크게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의 두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시각디자인 분야에 더해 

조형과 구조, Cinema 4D, 웹 퍼블리싱 등 입체적 조형능력 

및 코딩을 배웁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구(목공)실, 제판실, 사진 스튜디오, PC실, 맥편집실, 

창업스튜디오 등 우수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취업지도를 위해 포트폴리오 심사 및 우수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멘토멘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디어리터러시 중심의 

콘텐츠 창작 및 온라인 쇼핑몰 실습 등 학생창업지원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외에 공모전 및 해외교류대학 

워크숍을 통해 대외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산학연계를 

통한 나눔 및 사회 연계를 통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디자인분야의 전략적 가치 창출 Design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개발실, 잡지 및 출판업체, 디자인 재단 행정직, 인하우스 

디자이너, 편집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폰트디자이너, 영상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VFX, 온라인 쇼핑몰 MD, 웹 퍼블리셔, 프리랜서, 완구회사, 디자인 기획실, 문구회사, 

웹툰작가, 서비스 디자이너, UX/UI/GUI 디자이너

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드로잉1, 기초디자인, 디자인워크샵1, 컴퓨터그래픽기초1, 디자인현장세미나1

2학기 드로잉2, 디자인씽킹, 사진1, 컴퓨터그래픽기초2

2학년 1학기 미디어디자인1, 타이포그래피1, 일러스트레이션1, 디지털그래픽1, 모션그래픽1, 사진2, 

디자인워크샵2

2학기 미디어디자인2, 타이포그래피2, 일러스트레이션2, 디지털그래픽2, 모션그래픽2

3학년 1학기 디지털퍼블리싱1, 디자인사, 창의창업스튜디오1, 시각디자인1, 조형과구조1, 

미디어인터랙션1, 영상디자인1, 디자인워크샵3, 산업의료원1, 현장실습

2학기 디지털퍼블리싱2, 창의창업스튜디오2, 시각디자인2, 조형과구조2, 영상디자인2, 

융합창업종합설계, 지속가능융합시스템디자인

4학년 1학기 시각프로젝트1, 브랜드매니지먼트1, 디지털융합프로젝트1, 인터랙션비즈니스1, 

산업의료원2, 디자인취창업1

2학기 시각프로젝트2, 브랜드매니지먼트2, 디지털융합프로젝트2, 인터랙션비즈니스2, 

산업의료원3, 디자인취창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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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디자인캠프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기간 교외에서 1~4학년이 한 조를 

이뤄 매회 새롭게 엄선한 디자인 관련 테마를 중심으로 그룹 

활동을 수행하는 팀 프로젝트 기반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협업 및 관계성 재인식, 디자인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능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놀이와 디자인’, ‘유머와 디자인’ 

등 수업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활동적이고 상상력을 필요로하는 

테마를 선정합니다.

멘토멘티세미나

취창업을 통해 활발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학부생들과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력 2~3년 내외의 선배들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디자인 현장 상황과 취업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업 및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픽, 브랜딩, UI/UX, 영상 분야별로 4개의 세미나 중 택1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심사

졸업전시가 끝난 뒤 담당교수님과 함께 디자인한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취업관계사 대표 및 전문가들에게 발표하고 

심사받습니다. 해당 시기의 취업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한경대 디자인전공만의 특별한 

과정으로 매년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전략입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아리

- 제플(Z+): 3D프린터를 사용하여 디자인 융합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작해보는 학생 동아리입니다. 제플은 2014년 

‘Sketch-up을 활용한 3D 프린팅’ 워크숍을 수강한 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결성하고 동아리원 전원이 3D프린팅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창업진흥원이 주최한 ‘2016년 3D 

프린팅 해커톤 대회’에서 영화 스타워즈 캐릭터에 스토리와 

자동가습 융복합 기술을 구현한 창업아이디어 제품 ‘흑집사 

테라리움’을 개발해 일반부 대상 수상하였습니다.

- 우드우드: 평면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부족한 입체적 조형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나무 기반 제품 제작 동아리입니다. 테이블톱, 

집진기, 샌더, 공작기, 레이저커팅기 등 제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교구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생각한 입체적 

아이디어를 제작하고 선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