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Curriculum
1. 전공실기 및 이론과목(3 credit)
개성적인 상상력과 작가적 소양에 집중하여 자유롭고 비결정적인 존재로서의 패션
이미지를 탐구한다.
공의 치밀한 층위를 넘나들며 내면에 대한 탐구로부터 예술적 자아인식을 성취하
고, 평면과 입체, 재료와 도구, 기법 등 모든 형식과 체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작업
패션크리에이티비티
Fashion Creativity
패션이미지계획 (구)

을 통해 패션의 내러티브를 심미적 조형언어로 그려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In this course, fashion images are explored as a free and indeterminate being
by concentrating on individual imagination and artistic ability. Navigating
through elaborate layers of time and space, artistic self-recognit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inner side while building up the
competency to express the narratives of fashion as esthetic formative language
through experimental works hich can penetrate all forms and systems such as
plane and cube, material and tool and technique.
패션아트의 개념과 역사, 표현 장르, 의미, 재료기법, 미적 평가 등에 관해 강의하
며창의적인 작업과정을 통해 핵심어인 예술, 인간, 의상을 중심으로 테크닉의 문
제, 예술적 미적 가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예술적 오브제로서 패

아트패브릭
Art Fabric

션아트에 의상으로서의 사회적 물리적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
다.
Lectures are on the concept and history of fashion art, genres, meanings,
methods of materials, artists, aesthetics criticism. The issues on technique,
expression, aesthetic and values are discussed centering on the core of art,
human and fashion through creative working process.
컨템포러리 문화현상에 근접하여 탈산업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 시대에 이슈가 되
는 문화적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현대 패션산업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감성의 패션
디자인 역량을 고취한다. 이슈의 발견 및 아이디어의 발현에서부터 최종 작품화까
지 심화되는 전개과정 중에 개연성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문화의
차원 및 정신의 차원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에게 기능적이며 구조적인 관점에서

패션아트앤디자인
Fashion Art and
Design
패션디자인 (구)

총체적으로 미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 기획력 및 실행력 제고를 의도한다.
In this course, the competency of fashion design with global emotion, which is
required by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by recognizing cultural code that
becomes an issue in this globalizing age which off-industrial society pursues
through the access to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can be cultivated.
This course aims at enhancing work planning capability and implementation
capability that satisfy overall esthetic senses of human beings who are able to
enjoy cultural dimension and mental dimension, from functional and structural
viewpoint by carrying out probable design process during the unfolding
process covering from issue discovery and idea expression to in-depth work

finalizing stage.
오늘날의 창의적 역량은 이미 고정된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잠재성에 의해
최대한의 특이점들과 그 특이점들 사이에 최대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
다. 이에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자신의 개성적 작품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투영해
야 하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작품 디자인은 물론 컬렉션 연출전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치밀한 기획 프로세스를 경험함으로써 패션을 문화와 산업으로 전개시킴에
이노베이티브
패션프로젝트
Innovative Fashion
Project
패션컬렉션연구 (구)

있어 최대한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굴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인로서의 통합적
기획 역량을 제고한다.
Creative competency of today is similar to the establishment of maximum
relationship in between maximum traits themselves using necessary potentiality
rather than the perfection which was already fixed. As a designer who has to
endlessly project the world of her own individual works into the changing
world, it is necessary to experience all elaborate planning processes of not
only work design but also overall collection direction so that integrated
planning competency to be a creative specialist who can explore maximum
potential possibility in unfolding fashion as culture and industry can be
cultivated and enhanced.
디자인의 전체 프로세스는 생생한 문화기반, 학제적 연구, 축적된 노하우, 실행기
술 등 당대의 사용 가능한 모든 경험들의 지식으로 완성되며 이 치밀한 프로세스
에서 발상의 구현에 대한 성공적 가시화 작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형작업에 대한 전문과정을 통
해 작가적 소양에서 우러나온 창작과 표현에 대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다.

패션프로토타입

Whole process of design is completed by the knowledge with all usable

Fashion Prototype

contemporary experiences such as vivid cultural base, interdisciplinary approach,

패션모델링 (구)

accumulated know-how and technology for implementation, and in the course
of this elaborate process, successful visualization of the materialization of idea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n this course, solid base for creativeness
and expression generated from artistic ability can be prepared through the
specialized prototype works which can maximize the formative completeness of
fashion design.
21 세기에 들어서며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는 정보, 기술,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목격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대중의 인식변화 및 감성변화와
직결되면서 세계적인 패션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시대

글로벌패션브랜딩 Ⅰ

적 변화를 배경으로 전 세계를 관통하는 사회문화적 지향가치 체계를 읽고 글로벌

Global Fashion

브랜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패션브랜딩에 대한 전반적 이론을 세밀하

Branding Ⅰ

게 짚어봄으로써 오늘날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가치창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패션디자인방법 (구)

시도한다.
Entering into the 21C, we have witnessed rapid changes in many field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ltur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this
flow has come to give direct influence to the sites of global fashion industry

as the flow is directly linked with the change in general public's perception
and emotion. In this regard, this course attempts to take in-depth approach to
value creation of today's global fashion brand by reviewing overall theories on
fashion branding in detail based on global brand management process while
reading socio-culture oriented value system which penetrates the whole world
under the background of the changes of this time.
글로벌패션브랜딩Ⅰ의 후속 연계 교과목으로서 글로벌 브랜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선행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글로벌 브랜드 런칭 시나리오를
글로벌패션브랜딩 Ⅱ
Global Fashion
Branding Ⅱ
패션과산업 (구)

작성해봄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구축에 대한 다각적 체험 연구를
시행한다.
This course is a linked subject subsequent to Global Fashion Branding I and
carries out multilateral experience based researches on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ve global fashion brand by preparing concrete scenarios for global
brand launching utilizing preceding knowledge on global brand management
process.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개별 브랜드에 대한 상황 리더십, 개성적 디자인 아이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디자인 중심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익히고, 특히 디자
인 창작과정 이외에 추가되는 업무로서 각종 구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범
적 사례를 접함으로써 미래 스스로의 패션 브랜드 런칭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패션리더십
Fashion Leadership
패션세미나 (구)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In this course seminars are conducted covering various topics as to how
passion

on

design

can

be

concretely

and

practically

realized.

Through

diversified special lectures on situational leadership for individual brands and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individual design items, design-centered
business mind can be obtained, and particularly designer's own concrete and
practical base for fashion brand launching works in the future can be prepared
through the studies on model cases of various concrete business process as an
additional works in addition to design creativity process.
패션은 인류 문화 속에 거대한 신화이자 판타지이며, 증거가 되고 시스템이 된다.
패션은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인간을 압도하고 유혹하는 사물이자 사건으로서
존재해왔다. 패션에 대한 통합적 현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본 교과는 현대
우리의 삶을 잉태한 시공간과 사건들에 대한 관찰과 통찰, 인간의 창조성을

패션앤컬쳐
Fashoin&Culture

촉발하는 매질 연구 등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개인 고유의 디자인 작업에 대해
독창적인 근원과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Fashion is a special being as a great myth, fantasy, evidence and system in
human culture. Fashion has existed also as the object and event which has
overwhelmed and fascinated people throughout human history. This course
that starts from intergrated recognition on fashion phenomenon will lead the
students to try to have an insight into the time, space and events that have

formed our contemporary life and to attempt to research on substances to
encourage more human creativity. This helps to make a source, basis and
resonable process for the each personal characteristics design works.
인체는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시각적 기호이며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이
다. 더불어 패션은 인체와 유비적 관계를 형성해오며 그 조형적 특질을 축적해왔
다. 이에 패션의 조형요소와 구성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고차원적 인체
미 표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기회를 가지며, 이때에 현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
춰 변화하는 패션디자인 문화현상에 대한 시의적 관점을 배양한다.
패션조형론

Human body is a visual sign which is the most familiar to mankind and a

Theory of Fashion

basic media for communication. Fashion has accumulated its formative traits

Formative Art

establishing analogical relationship with human body. In this regard,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for

in-depth

review

on

the

expression

of

high

dimensional beauty of human body by cultivating professional knowledge on
the formative elements and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on fashion while also
cultivating circumstantial viewpoint on cultural phenomena of changing fashion
design focusing on contemporary value at that time.
디자인이란 당대의 진정한 수단과 수요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대
의 주요한 흔적으로 남게 된다. 패션에 대하여 조감적 시야로 종횡의 흐름을 파악
하고, 투시적 시각으로 치밀한 실증적 관찰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오늘날 현대 패
션의 특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미래 디자인에 대한 선견
의 토양을 마련한다.
메인스트림오브패션

Design remains as major trace of the time from the point that it is the result

Mainstream of

of recognition on true contemporary means and demand. This course identifies

Fashi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lows of fashion style which used to be major
traces from the point of bird's eye view and provides the opportunities for
elaborate positive observations from the point of tunnel vision so that the
traits of contemporary fashion

can be deeply understood and soil for

foreknowledge on future design which will be newly created in the future can
be prepared.
예술작업은 근본적으로 경계가 없음을 인식하고 패션에 대한 확장된
예술경험으로서의 주도적 체험을 도모한다. 근본적 발상에서부터 최종 전개에
이르기까지 통섭에 기반하여 오감에 대한 통합적 미감 충족을 위한 융합형 패션아
트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관점의 전환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생
아트앤패션
Art and Fashion

성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Art works recognizes the absence of borders fundamentally and plans initiative
experiences as expanded artistic experiences on fashion. This course enables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creation which can be made through the conversion
of viewpoints and true communication by initiating fusion type fashion art
projects that can satisfy integrated esthetic sense for five senses based on
overall control covering from fundamental idea generation to final unfolding

stage.

2. 공통과목
조형심리
Psychology of
Design

사회적, 문화적 행동의 산물로서 조형물에 대해 두 가지 차원의
지각에서 고찰하고, 그 조형물의 구성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plastic work as the product of social and
cultural behavior from two levels of perception and studi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uch plastic work.

디자인과마케팅
Design and
Marketing

디자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마케팅을
디자인의 방법론적 접근과 마케팅 이론을 통한 접근으로 보다 합리적인
디자인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makes a theoretical study of rational design through a
methodological approach that emphasizes on marketing as the most
decisive element in the design's success or failure as well as through
marketing theory.

색채계획론
Theory of Color
Planning

현대 디자인의 색채계획 방법을 모색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색채계획 능력을 모색한다.
This course develops professional color planning ability that can
suggest scientific and logical application methods based on modern
design color planning methodology.

디자인방법론
Design Methodology

일반적인 디자인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법의 의의에서부터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추구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디자인 방법의 정립을 위한 연구를 한다.
This course theoretically examines problems suggested in the rational
execution of general designing from the significance of method to
the design process to establish the design method appropriate to
the new times.

한국인의조형의식
Plastic Consciousness
of Koreans

한국의 풍토와 조형예술을 통하여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해하면서 조형의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들을 분석,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and defines Korean plastic consciousness
through Korean climate and plastic art with a psychological approach
and a culture-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사진과예술
Art and
Photography

사진의 역사적 측면과 기술사적 측면을 바탕으로 예술로서의 사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예술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This course theoretically examines how photography has developed
as a form of art and how it has been perceived by art history from
photography's historical and technical aspects. Theory of Digital
Media: This course develops new perspectives on the meaning, value,
and methods of design as defined by the traditional field of design
through understanding of new media and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창업이론
Theory of
Corporate
Establishment

디자인컨설팅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경영지식을 공부한다. 성공적인 디자인 회사의 경영을 위한 토대가 되는
마케팅, 유통, 인력관리 및 재무관리의 기초를 연구한다.
This course covers business skills and temperaments demanded of
corporate managers useful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design consulting company. Basics in marketing, circul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necessary to a successful
management of design company will be studied.

디지털미디어론
Theory of Digital

Understand the digital paradigm and seek the future of digital which
affects on media, art, culture and economy among the various

Media

생태적디자인
Ecological Design

changes to inspire the ability of designing through the theory of
Digital Media.
With the Ecological Design theory which is the paradigm of 21st
century, improve the view to the various ecological thoughts and the
design cultures. Based on the ecological design thoughts, understand
the various soci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concept of
product development and ecological construction, and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systematic planning as well.

조형원리 I
(보충과목)
Principle of
Plastic I

조형원리의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제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평면적 조형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makes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of principles of
plastic to develop formative skills applicable to various designs.

조형원리II
(보충과목)
Principle of
Plastic II

입체적, 공간적 환경에서의 조형적 원리, 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실제
과제를 통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issues related to plastic principle and structure in
the threedimensional, spatial environment through actual tasks.
급변하고 범람하는 뉴미디어시대에 사용되는 수많은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뉴미디어 아트의 역사의 고찰을
통해 최신의 산업의 전반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이론과 예시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접근방식을 알게 되어, 각자의
필드에 고차원적으로 접근,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목표한다.
It is increasing power of exactly looking at the various interfaces
what are used in new media era. Find ideas to convergence with
thinking of the history of new media arts into widely industries. Be
known variable way of approaching method with theories and
examples. The purpose is to have highly adaptable and approachable
ability in each field.
표현가능성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재료와 도구 등 그 자체의
경험을 통한 매개적인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조형
예술 세계의 기본인 시각언어적인 체계와 표현에 관련된 심화과정을 그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provides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visual-linguistic
system and expression that is basic to the world of plastic art with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edia as an experience in
visualizing potential expressions with related materials and tools.

표현과 매체I
(보충과목)
Medium and Visual
Presentation I

표현과매체II
(보충과목)
Medium and Visual
Presentation II

인턴십
Internship

학생들이 본 대학원의 전공과 유관한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본인의 학업을 직업사회와 연계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 및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논문작성법특강
Thesis Research
(P/F)

졸업 논문 쓰기의 의미를 이해한다. 논문쓰기의 절차와 형식을
이해하고, 주제를 선정, 참고문헌, 개요작성을 하여 초안을 완성한다.
Recognize the meaning of writing Graduate Thesis. Understand the
procedure and form of thesis writing and complete the draft by
setting the subject, arranging references and writing outline.

디자인기업가정신
(Design
Entrepreneurship)

디자인 트랜드, 디자인 문화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기업인을 초청,
해당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기업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교과목은 특강
형식으로 운영된다.

디자인창작세미나
연구윤리교육(On-line)

3. 디자인 대학원 공동 기획전시
재학 중 공동 혹은 전공별로 1회 이상의 전시를 실시하며, 그 시기, 절차 및 방법은 학사지도 교수회의에
서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