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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전공은?

차세대 신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섬유·패션사업의 발전과 섬유 

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통복식, 어패럴CAD,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텍스타일디자인 등 전문 실무 중심의 교육과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패션 정보 실무능력을 갖춘 차별화 된 융합적 전문 

패션인의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패션전문인 양성

Fashion Industry

취득 가능한 자격증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양장기능사, 

의류기사, 패션스타일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GTQ, 

샵마스터, 컬러리스트기사, 

테크니컬 디자이너, 정교사 2급 

(교직과정) 등

전공 더 깊이 알기

� www.hknu.ac.kr/sites/MajorofCloth/index.do

� 031-670-5360

� 자연과학관 401호

웰니스산업융합학부•의류산업학전공

의류산업학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 작품전(패션쇼) 활동: 의류상품개발분야, 아트웨어분야, 

아트패브릭분야, 한국 의상 고증 및 디자인 분야의 네 분야에 

대한 수업을 운영하고 매년 졸업작품전(패션쇼)을 개최합니다.

- 공모전 지원 활동: 전공 운영 수업에서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합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동: 특성화 사업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합니다.

- 취업지원 활동: 졸업작품전 이후 10월~12월에는 취업 지원을 

위한 산업체 특강 및 산업체 탐방을 진행합니다.

동아리

- 옷걸이: 의류산업학전공 학생들이 모여 전공과 관련한 이론과 

실습을 연구하고 전공 역량을 개발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패션디자인관련

디자이너(패션, 테크니컬, 텍스타일, 한복 등), 패션마케터(MD, VMD, 샵마스터 등),  

패션크리에이터(패션 에디터, 크리에이터 등), 패션스타일리스트(TV, 영화,  

패션브랜드)패션 편집샵(A-LAND, 무신사, WONDER PLACE 등), SPA 브랜드(탑텐, 

에잇세컨즈, 스파오, 유니클로, H&M 등), 각종 패션 전문 브랜드(기성복, 스포츠웨어, 

이너 웨어, 악세사리 등 특정 패션 산업분야), 해외 패션 브랜드, 섬유 산업체 등

기타

교사, 대형패션산업체(삼성물산, LF, 

이랜드그룹, 코오롱패션 등)

1학년 1학기 -

2학기 웰니스생활융합과학

2학년 1학기 인체와 의복, 패션디자인의 이해, 패션재료학, 의복구성학,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한국복식사, (교직)의류교과 교육론

2학기 의복위생학, 도식화전개 및 발상, 서양복식사, 텍스타일디자인 메이킹, 디자인과 색채, 

규방공예, (교직)의류교과교재 및 연구

3학년 1학기 의복설계 및 제작1, 드레이핑, 섬유가공, 한복구성1, 어패럴 CAD1, 패션디자인 및 테크닉, 

(교직)의류교과 논리 및 논술, 현장실습1

2학기 의복설계 및 제작2,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한복구성2, 패션아트 & 디자인, 어패럴 CAD2, 

니트 & 텍스타일 소재개발, 현장실습2

4학년 1학기 아트패브릭1, 한국의상고증 및 디자인1, 의류상품개발1, 패션스튜디오1, 현장실습3,  

의류산업과 융합창업, 융합·창업종합설계Ⅰ, 산업의료원Ⅰ

2학기 의류상품개발2, 패션스튜디오2, 아트패브릭2, 한국의상고증 및 디자인2, 패션마케팅, 

지역산업개발, 융합·창업종합설계Ⅱ, 산업의료원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