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텍스타일디자인과
①학과소개

텍스타일디자인과는 생활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쾌적한 생활문화공간의 창조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섬유패션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활약할 창조적인 텍스

텍스타일디자인과

타일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과 예술의 이상적 조화를 통하여 실무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재육성을
위하여 디자인 요소분석을 위한 전공기초교육 및 디자인발상, 표현기법, 소재개발 등의 체계적인 기초교
육과 트렌드 분석을 통한 어패럴 및 홈인테리어용 디자인 개발의 전공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학
프로젝트, 장·단기 현장실습, 특성화 등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섬유·패션 및
인테리어 산업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텍스타일디자인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트렌드를 적용한 창의적 디자인 결과물은 Preview In DAEGU(대구국제섬유박람회, 대구), Preview In
SEOUL(대한민국섬유교역전, 서울), Heimtextil(독일, 프랑크푸르트), Intertextile(중국, 상하이) 등 국내외
유명 섬유박람회 전시, 판매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
을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실무교육의 산실이라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②교육목표
Ⅰ. 패션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전문가 육성
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지성인 육성
Ⅲ. 글로벌 시대를 개척하는 개방적 세계인 육성

③진출분야
디자인이 곧 상품이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양성된 실무인재는 텍스타일디인(어패럴·홈인테리어 원단,
패션액세서리, 벽지, 침장, 타일, 바닥재, 카펫, 문화상품, 팬시상품, 코디네이터 등), 생산판매(프로덕트
매니저, 원단 컨버터, 이벤트 업종, 디스플레이어 등), 창업분야( 패션악세서리, 텍스타일 컨설턴트, 텍
스타일디자인 전문 스튜디오 운영 등)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학과사무실, 교수연구실)

1)학과 사무실 쉐턱관 302호
행정조교

<쉐턱관>
(053-620-2215

실습조교

(053-620-2215

2)교수연구실
김봉섭 교수님 의양관 313호
하지연 교수님 의양관 409호

<의양관>
(053-620-2252
(053-620-2214

조배문 교수님 의양관 411호

(053-620-2243

오봄시내 교수님 의양관 330호

(053-620-2213

④교육과정

⑥졸업작품전 참여자격 및 작품평가 기준
▶ 졸업논문(졸업작품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학기

1학년

2학기

- 졸업논문 심사는 ‘졸업작품 발표 및 품평회’출품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디자인드로잉(전공필수)

이미지발상트레이닝

- 출품작은 CAD 디자인, 소재개발(위빙, 니트), 프린팅디자인 총 3개 분야를 심사한다.

기초표현기법

텍스타일캐드

- 졸업품평회 통과자는‘텍스타일디자인과 졸업작품전’을 통하여 디자인작품 및 포트폴리오를 전시

디지털텍스타일디자인(1)

디지털텍스타일디자인(2)

패브릭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텍스타일소재분석

텍스타일색채

텍스타일리서치및소재기획

염색및표현기법

프린팅디자인(1)

프린팅디자인(2)

텍스타일디자인사

ENGLISH FOR TEXTILE DESIGN(영어강의)

하고 심사위원이 최종 평가한다.

2학년

텍스타일스튜디오

3학년

색채디자인

텍스타일캡스톤디자인

텍스타일콜렉션(1)

텍스타일콜렉션(2)

서페이스디자인(1)

서페이스디자인(2)

우븐앤니트(1)

우븐앤니트(1)

트렌드분석및상품기획

텍스타일프로덕트
아트텍스타일
텍스타일디자인전공글쓰기

4학년

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⑦대여가능 기자재목록
기자재명

보유 수

플로터

2

A3 스캐너

1

아이패드

4

타블렛

40

대여 가능학년

항시 대여 및 사용가능

⑧기자재 대여 및 반납 절차
모든 기자재는 우리 텍스타일디자인과 학생들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 대여 후, 고장·파손·분실 상황 발
생 시에는 부득이 대여신청인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사용 시 특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대여 가능한 기자재 품목 결정

텍스타일디자인프로젝트

텍스타일디자인융합실무

- 4학년 졸업작품 제작에 필요한 타블렛은 당당교수님의 승인 후 졸업전시회 전까지 개인별 대여가능

컬쳐트렌드프로젝트

브랜드프로세싱

-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위한 아이패드 등 기자재는 학과장의 승인 후 대여가능

텍스타일스타트업

텍스타일비즈니스모델

텍스타일포트폴리오(1)

텍스타일포트폴리오(2)

패브릭코디네이션

텍스타일창업스튜디오

- 전공사무실에 배치된 대여서류 작성

▶ 기자재 사용 및 반납

텍스타일전시기획
졸업논문(텍스타일디자인학) (전공필수)

융합캡스톤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현장실습(1)

텍스타일디자인창업현장실습(1)

텍스타일디자인현장실습(2)

텍스타일디자인창업현장실습(2)

텍스타일디자인현장실습(3)

텍스타일디자인학기창업현장실습

텍스타일디자인현장실습(4)

취창업과자기계발(전공필수)

텍스타일디자인학기현장실습
⑤학과별졸업내규
1.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작품전에 졸업작품을 필히 출품하여야 한다.
2.재학기간 중 외국어로 진행되는 제1전공 강좌를 1과목 이상 이수하거나 졸업논문학기 평가전 어학시
험 성적을 토익 점수 30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기자재 품목별로 대여자격이 되는지 사전 문의 필요
▶ 전공사무실 방문하여 기자재 신청 및 수령

- 기자재 신청 시 기자재 이상 유무 상호확인 및 서명날인 후 기자재 수령

텍스타일스타일링

0학년

- 졸업작품 품평회 심사 탈락자는 결과발표 2주 뒤 재평가 기회를 주며 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경우 별

- 교내행사 및 공휴일 있을 시 담당교수 또는 실습조교를 통해 사전 조율 후 승인 취득
- 대여기간 1일 이내(사전 조율 없이 임의대로 기한 연장 불가)
- 반납은 평일 오후 5시 30분 이전(반드시 대여자 본인이 반납하여야 하며 대리대여 및 반납 불가)
- 반납 시, 실습조교와 기자재 이상 유무 상호확인 및 서명날인
▶ 플로터 출력절차
- 출력물 데이터 업로드 : 화요일, 목요일 1시~3시
- 플로터실 컴퓨터->플로터 인쇄 폴더->작품 파일명 바꿔서 넣기
- 작품 파일명 예시 : 이름 전화번호 파일사이즈(계명인 010-1234-5678 21×30)
▶ 실기실 사용 주의사항
- 실기수업이 진행되는 실습공간에는 다양한 기계기구, 약품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안
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꼭 읽고 안전한 실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기실 전원은 필요한 곳만 사용하며 자리를 비울 때는 소등 및 기계 작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 실기실은 먼지,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를 반드시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기구 및 약품사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은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기테이블 및 선반에는 개인 물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 수업종료 후 모든 기계기구 및 실습장비는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수업시간 외의 실기실사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이용바랍니다.
- 자신이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기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발생되는 위반사항은 사고로 연결됩니다.

⑨동아리
차오름
(창작동아리)

◯ 디자인 분야에서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은 텍스타일디자인전공 학년들의 열정적 창작동아
리입니다.
◯ 전공수업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한 패션아이디어 상품을 기획, 디자인, 제작
하여 창업아이템을 개발합니다.

10002
(취업동아리)

◯ 텍스타일분야 취업을 위한 공동학습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취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
개발을 통한 성공적 사회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의 실질적인 업종파악과 업무파악, 취업 시 필요한 자기소개서 및 이
력서 작성과 포트폴리오 제작,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개발을 통한 스피치 훈련, 실제 면
접을 염두에 둔 모의면접 등 취업 전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봉봉
(봉사동아리)

◯ 전공지식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적 봉사활동 등 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자율적 학생동아리 모임입니다.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정의, 사랑을 몸으로 배우고 느끼
며 계명인으로써 자부심과 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mol-ip
(스터디)

◯ 팀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자세로 임하자’는 의지를 표현한 팀명입니다.
◯ 기존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여
러 공모전에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서로의 역량과 협동으로 개인작업,
팀 작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Dream Weaver
(취업/스터디)

◯ 위빙디자인을 중심으로 Weave와 관련된 심화학습과 컴퓨터 위빙디자인, 제품디자인까지
스터디 하는 학습동아리입니다.
◯ 위빙기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공모전 출품, 자카드 업체의 산학협력
이나 현장 견학 및 특강, 선배들의 멘토 활동 등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⑩박람회 참가
PID

세계적인 트렌드 경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제
안하는 국제적인 섬유소재 전문전시회로 패션제품, 산업용소
재, 텍스타일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아이템을 전시한다.

대한민국, 대구

PIS

차별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니트, 부자재에서 패션의
류 및 악세사리, DTP, 봉제기계 등 섬유스트림별 프리미엄 아
이템으로 구성하여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대한민국, 서울

Heimtextil

세계 최대 홈 및 컨트랙트 텍스타일(건축용) 전시회이자 국제
퍼니싱 부문 중 한 해 가장 처음으로 개최돼 업계 동향 및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전시회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Intertextile

중국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방직류 국제 무역전시회
로, 중국 섬유·패션·방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현황에
맞춰 전시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매년
03월

매년
09월

매년
01월
매년
0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