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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전공은 동양회화의 이해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하여 창의력  

있는 예술전문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로 펼쳐나갈 의지와 사명감을 고취하며 동양 회화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확고히 심어주고 동시대와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능력과 이론적 바탕을 균형있게 갖춘 예술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 분야

서예	 	 전각	
수묵	 	 전통채색		
회화

주요 교과목

기초동양화	 	 드로잉	
획과 여백의 정신		 획과 여백의 실재	
인물연구	 	 시각의 발견	
전통채색연구	 	 전통산수화연구	
산수의 현대적 모색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한국미탐구	
서예와 전각	 	 색채조형	
한국회화스튜디오	 재료와 발상	
현대수묵	 	 현대회화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작가	 	 갤러리 및 박물관 큐레이터 	
학예사	 	 디자이너	
미술 기자	 	 미술 교사	
대학 강사	 	 교수

대표기업/기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스페이스캔	 	 이화익갤러리
PKM갤러리	 	 가람화랑
육심원아트샵

동양화전공 수업은 어떤 목표로 이루어지나요?
한국 회화의 원리 이해와 기본적인 재료인 지필묵을 통한 기본기를 습득하여 표현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동양화의 특성과 원리 및 기법을 수용, 

발전시켜 새로운 회화 기법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또한 한국 회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기법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이론 수업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작품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시대 상황과 한국 및 동양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과 시대관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동양화전공 졸업생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하나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작가, 갤러리와 박물관의 큐레이터, 디렉터, 학예사와 고미술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및 패션, 산업,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디자이너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교직을 이수해 미술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대학 강사,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H http://artndesign.ewha.ac.kr

T 02.3277.2486 

동양화전공
KOREAN PAINTING

학업에 필요한 적성
동양화전공에 진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통에 대한  

관심과 우수한 창의력입니다. 전통 재료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이 기초가 되어야 앞으로 동양화전공의  

수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통 기반의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다각적인 해석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전공교수님의 주요 전시활동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교수진의 국내외 전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 수업에서도 교수와 학생이 학생의 작품세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함

• 禹步 Proregress – Shanghai Biennale(강서경)

•  Beautiful World, where are you? – Liverpool Biennial 

(강서경)

• THE EIGHTH CLIMATE – Gwangju Biennale(강서경)

• 동방수묵지몽 2018한국수묵해외순회전(이기영)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이종목, 이기영)

장학금 지원

이유태 장학금, 원문자 장학금

기타 특장점

학과 활동  

•  서예 스터디그룹 등 각종 동아리와 스터디 그룹을 통한 자치 

활동 활발  

• 전공 학생들 및 선후배 교류 활발

조형예술대학 > 조형예술학부 > 동양화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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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전공은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미술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비평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래세계를 주도하는 예술 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 합니다. 또한 예술과 인문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심화된 미술 교육을 통해 다양하게 변모해가는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올바른 비평적 시각과 전문적인 창작 능력, 건전한 인격을 

갖춘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지도 역량을 함양합니다.

세부 분야

드로잉	 회화	 	 판화	
설치미술	 매체미술

주요 교과목

회화 I	 	 회화II	
회화III	 	 회화IV 	
드로잉워크샵	 	 회화적 판화 	
이미지와 글쓰기	 	 회화와 재료 	
사진과 미디어	 	 프린트미디어와 사진 	
회화와 시각문화	 	 회화와 뉴테크놀로지 	
현대미술론	 	 공공예술의 현장	
예술과 환경	 	 회화워크샵	
현대회화세미나	 	 졸업작품계획 	
졸업작품워크샵	 	 현대회화방법론 	
예술과 인문학	 	 현대미술의 쟁점	
현대적 개념회화	 	 현장비평 	
예술철학	 	 문화이론 	
Korean Aesthetics	 예술문화현장실습	
현대미술 디자인의 현장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작가, 미술교사, 교수, 디자이너, 미술기자,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미술기획회사, 무대미술, 	
TV 및 영화 미술감독 등

대표기업/기관

삼성경제연구소, 넥서스건설, TV조선, 한섬, 	
디아스, 탠디, SBS, MBC,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소마미술관,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백남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국제갤러리, 	
PKM갤러리, 갤러리현대, 가나아트갤러리, 	
월간미술, 아트인컬쳐, 서울문화재단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떤가요?
대부분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로 활동하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수, 강사 등 교육 현장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디자인을 복수전공

하여 취업하기도 합니다. 서양화를 전공하면 창의성을 인정받아 취업에 유리하여, 또한 본인의 관심사를 살려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회화, 드로잉워크숍, 사진과 미디어, 회화적판화, 회화와 시각문화, 회화와 뉴테크놀로지, 현대미술론, 회화워크샵, 현대회화세미나, 현대미술의  

쟁점 등으로 보다 심화된 교육을 통해 미술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창작 능력을 고양하고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올바른 비평적 시각을  

기르면서 미술에 대한 예지적 접근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이나 화랑 등 전시 공간을 방문, 토론, 연구하는 현장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H http://artndesign.ewha.ac.kr 

T 02.3277.2494 

서양화전공
PAINTING

학업에 필요한 적성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구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상상 

력을 이끄는 사고와 표현력, 그리고 재료를 다루는 능력을 고루  

갖춤으로써 미술을 사랑하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학과 포인트

해외교류 현황

아트 인 런던, 뉴욕, 재팬

 아트 인 런던, 뉴욕, 재팬은 본교 현지 탐방 프로그램 수업으

로 운영. 서양화전공 교수 인솔 하에 이루어지는 해외 학습  

프로그램임

일본 TAMA 미술대학 학생 교류 워크숍

국제 작가와의 대화 및 해외 큐레이터, 아트 크리틱, 아트컨설

턴트 등 여러 분야의 미술계 종사자 초청 특강

장학금 지원

기탁장학금 등(한진수 장학금, 도라장김순연 장학금, 정미숙 

장학금, 장화진 장학금 등)

학과 활동

서양화전공에서는 <메이데이展>, <이 작품을 주목한다展>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학생 전시 활동을 지원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학생 본인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

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음. 그리고 학생 개인 및 

소규모의 모임 활동에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창작자로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실험

적이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졸업생 작가들의 최근 주요 수상 실적

2012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문경원)

   에르메스상(임민욱, 정은영)

   양현상(이주요)

2017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송상희)

2018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정은영)

조형예술대학 > 조형예술학부 > 서양화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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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전공은 오늘의 문화예술계가 요구하는 지적 탐구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조각가와 조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소의 재료, 기법, 형식, 내용, 개념 등에 대한 폭넓은  

실험, 미술이론학습, 작품 감상 및 비평능력의 습득을 통해 깊이 

있는 예술관과 창의적인 예술세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세부 분야

소조	 금속조	 	 석조	
목조	 조형	 	 캐스팅

주요 교과목

기초조소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와 공간	 소조기법		 소조표현 	
금속조기법	 석조기법		 목조기법	
조형	 캐스팅기법	 소프트스컬프쳐	
금속과 표현	 Clay Work	 Carving	
복합매체	 환경과 조각	 공간설치	
프로젝트Ⅰ,Ⅱ,Ⅲ	 조각사	 	 현대조각론	
현대미술탐구	 현장실습인턴십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조각가	 무대미술가	 디스플레이어
특수분장가	 조형물 및 기념물 제작자
미술교사	 큐레이터		 미술이론가
미술치료사

대표기업/기관

S&K Global	 	 토성FC	 	
G International	 	 비비안웨스트우드	 	
아모레퍼시픽	 	 국립현대미술관

조소전공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소전공 수업은 조소의 다양한 매체 및 기법의 실험과 미술 이론 습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세우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시 중인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미술 현장과 역동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동시대적 감각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소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요?
조소전공 졸업생들은 여러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조각가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각가 외에도 조각예술의 감수성을 살려 무대미술가,  

디스플레이어, 특수분장가, 조형물 및 기념물 제작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교사, 큐레이터,  

미술비평가, 미술치료사로도 일하고 있으며 미술과 관련된 창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H http://artndesign.ewha.ac.kr

T 02.3277.2502

조소전공
SCULPTURE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졸업생들의 최근 수상 실적

• 송은미술대상(박혜수)

• 김종영미술상(김서경, 김윤경)

해외교류 현황

조소전공 학생들은 전공 교수님과 함께 방학 중에 중국, 프랑스,  

헝가리 등 외국의 대학이나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현

지 예술인들과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경험을  

쌓고 있음

학과 활동

조소전공은 미술관과 특수분장 업체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

에게 실전 경험과 함께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조형예술대학 > 조형예술학부 > 조소전공

조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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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예술전공은 도자에 대한 이론연구와 창의적 작품제작 능력을 

탐구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도자예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 도자매체의 다면적 특성

연구, 현대도예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 등을 교육합니다.

세부 분야

전통도예	 현대도예(도예조소, 도예설치)	
산업도예

주요 교과목

형태탐구	 도자와 공간	 도예조소	
물레성형	 성형과 장식	 도자공예	
제형도자	 캐스팅오브제	 디지털모델링	
도자재료	 도예사	 	 현대도예론	
현대도예의 현장	 세라믹 캡스톤디자인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작가로 활동하거나 스튜디오 운영,	
도자산업체, 미술관 및 공예 전문 갤러리,	
기업체의 디자이너 및 VMD로 진출, 	
교직을 이수하여 미술교사가 될 수 있으며	
디자인영역과 접목된 분야로도 진출하는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음

대표기업/기관

KCDF(한국공예 · 디자인 문화진흥원)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갤러리 밈
한국도자기	 	 광주요 및 중소 도자업체

도예 전공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자예술전공은 공예, 디자인, 예술로서의 도예를 탐구하는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테크닉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세우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수업을  

통해 동시대 감각을 익히고 현장과의 역동적 교류를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자예술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요?
도예계를 이끌어가는 작가로 활동하거나,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창업활동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현장 

이나 공예박물관, 갤러리 등의 문화예술기관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전 교과과정에 걸쳐 디자인에서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훈련과 도자

이론 수업을 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 http://artndesign.ewha.ac.kr

T 02.3277.2526

도자예술전공
CERAMICS

학업에 필요한 적성
조형감각이 우수하고 입체적 사물을 제작하는 데 관심과 재능

이 있는 학생이면 좋습니다. 특히 공예, 예술, 디자인의 경계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공예문화기획트랙  시대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외 도자 

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공예전시기획, 공예 

비평, 공예유통 등 도자분야의 전반을 주도하는 창의융합적 

예술인재 양성

해외교류 현황

•  해외작가들의 특강과 워크숍 개최로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역량 강화

•  해외인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도예 현장 답사

부설 연구소

도예연구소  전공실습지원, 도자예술 전반에 걸친 학술연구, 변천

하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도자디자인 개발

장학금 지원

기탁장학금(황종구 장학금, 조정현 장학금, 유혜자 장학금) 외 교내  

장학금 다수

학과 활동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이악 크래프트, SND

기타 특장점

도자예술전공은 예술, 디자인, 공예 영역을 탐구하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 활동과 수업 내용을 포함함

조형예술대학 > 조형예술학부 > 도자예술전공

도자
예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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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는 1947년 도안과로 시작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맞이하여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디자인  

분야의 경제적 요구와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모든 교과과정을 학생 중심으로 통합, 재편하였습니다. 디자인 

학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디자인학부가 배출하는 모든 학생 

들은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고유의 조형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잠재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디자인학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부 분야

•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영상디자인 	
4개 전공으로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국내 처음으
로 하나의 디자인학부로 통합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패스	
(Professional Path)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페셔널 패스는 관련 패스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합교과과정이며, 공간디자인,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시 디자인, 브랜딩 디자인, 	
디자인 아트, UX 디자인 총 8개의 패스로 이루어져 있음

•	 	교과과정은 패스 간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며 	
유연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임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시 디자이너, 브랜딩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서비스 디자이너, 	
비주얼 머천다이저(VMD), 그래픽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북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미디어 아티스트, 
에듀테인먼트 디자이너, 디지털미디어 프로듀서, 	
컨셉 아티스트 ,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자, CMF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GUI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마케터

대표기업/기관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현대건설, 신세계백화점, 	
제일기획, LG전자, 대원미디어, LG건설, LG생활건강, 
SK커뮤니케이션,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신한은행, 현대아이파크, 현대백화점, 이노션, KT, 
KBS, MBC, SBS, YTN, 오뚜기, 쌍용건설, 대우건설, 
기아자동차, GM코리아, SPC,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CJ E&M, 한국IBM, 카카오, 이랜드, 한샘, IKEA, 	
퍼시스, 까사미아, 일룸, 웅진코웨이, 동부전자, 
APPLE, Google, SONY, Nexon 

H http://artndesign.ewha.ac.kr/artewha/ 
   287/subview.do

T 02.3277.2513

디자인학부
DESIGN

학업에 필요한 적성
기획력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 융합적 사고 및 자기주도형  

사고가 가능한 학생,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생, 디자인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입학한다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 교내 <유망전공 육성사업> 선정(2015~2018)

• 교내 <융합디자인 연계 전공 지원 사업> 선정(2016)

•  교내 <디자인창업역량을 위한 미래 디자이너 양성 사업>  

선정(2014~2015)

• 교내 <Global Top5 사업> 선정(2012~2014)

• 정부 <BK21 플러스 사업> 선정(2013~2020)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선정(2015)

•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 사업> 선정(2012~2015)

•  <디자인 52> 이화여대 디자인 공동 브랜드 개발(2016~2017)

해외교류 현황

미국 NewYork Univ., Michigan Univ.,

  MICA(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일본 타마미술대학교(Tama Art Univ.), 

  IAMAS(Institute of Advanced Media Arts and Sciences)

홍콩  폴리텍 대학교(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과  

공동 수업, 워크숍 등 교류 프로그램 시행 

•  홍콩 쟈키 아트센터 및 폴리텍 대학교 전시교류 참여(2019, 

2018, 2017)

• 싱가포르 누크(NOOK) 전시 참여(2017)

•  일본 도쿄 디자이너스 위크 전시 참여(2016, 2015, 2012, 2010, 

2009)

• 중국 상하이 디자인 엑스포 전시 참여(2010)

조형예술대학 > 디자인학부

디자
인학

부

기존 전공 구조에서 디자인학부로 통합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1세기는 급속한 기술 환경의 발달과 이로 인한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학문간 융합의 가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디자인학부는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융합적 인재 양성과 실무 중심 교육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현재의 통합된 구조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학부에 입학하면 프로페셔널 패스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1학년은 전공기초 과목인 형과 이미지Ⅰ, 형과 이미지Ⅱ, 형태와 공간Ⅰ, 형태와 공간Ⅱ, 기초 드로잉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학년부터 우리 

빛우리결, 우리정신우리디자인 같은 전통적 조형 문화와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적 사고 등을 공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진로와 부합 

되는 프로페셔널 패스 교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게 됩니다. 프로페셔널 패스는 디자인 심화 교육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2개 이상의 패스를  

이수하여 매체 적응력 및 융합적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프로페셔널 패스는 전공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전공 체제에서는 입학 때 결정한 전공을 바꾸기 어렵고 타 전공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다면 프로페셔널 패스의 경우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해 나가며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융합적인 성격의 기초 교과목 수강과 2개 

이상의 프로페셔널 패스 이수를 통해 전문 분야의 지식 심화 혹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진로 탐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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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과목

기초 교과목  
형과이미지Ⅰ, 형과이미지Ⅱ, 형태와공간Ⅰ, 	
형태와공간Ⅱ, 기초드로잉, 디자인의이해 

공통 교과목  
우리빛우리결, 우리정신우리디자인, 디자인씽킹, 
디자인리서치, 서비스디자인, 디자인포럼, 	
디자인랩, 디자인아틀리에, 디자인프레젠테이션, 	
디자인포트폴리오, 디자인기업가정신, 디자인창업연구 

프로페셔널 패스 교과목  
공간디자인스튜디오, 내러티브디자인, 
디지털공간디자인, 디지털스토리텔링, 모션그래픽스, 
브랜드아이덴티티디자인, 스케치렌더링, 
디지털공간디자인, 오브제디자인, 이미지디자인, 	
정보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패키지디자인, 	
3D컴퓨터그래픽스,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표현기법, 	
공간연출, 리빙웨어디자인, 빛과공간, 사운드디자인, 
영상디자인, 이미지디자인Ⅱ, 이미지와시간, 	
인터페이스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Ⅱ, 
플렉서블아이덴티티디자인, 3D패브리케이션,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머테리얼디자인, 그래픽패키지
디자인, 미디어아트, 북아트, 실험디지털비디오, 	
엔터테인먼트그래픽스, 인터랙션디자인, 인터랙티브
컴퓨팅,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과재료, 	
조명디자인, 컬러소재트렌드, 캐릭터디자인, 	
패션프로덕트디자인, VMD, 광고크리에이티비티, 	
그래픽아트, 디자인메이커, 디지털그래픽스, 	
디지털미디어세미나 브랜드공간디자인, 	
시각시스템, 실험디자인,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인터랙티브컴퓨팅Ⅱ, 인테리어디자인Ⅱ, 	
정보인터랙션디자인, 제품인터랙션디자인, 	
조경디자인, 컨셉츄얼프로덕트, 편집디자인, 	
프로덕트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그래픽디자인졸업연구, 디자인아트졸업연구, 	
디지털미디어디자인졸업연구, 브랜딩디자인졸업연구 

디자인학부는 디자인 교육의 산업적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 중입니다. 매년 수십 명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의 RISD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홍콩의 폴리텍(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과 같은 해외 유수의 대학과 매년  

학생 교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적 교육 감각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가 최적의 선택임을 확신합니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이화여대 입시는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교 디자인학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디자인 조형능력과 더불어 디자인 

관련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지녔으며,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매우 뛰어난 조형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정시에 다소 유리하며, 

학생부 교과성적 및 교과, 비교과 활동, 조형 능력 전반에 걸쳐 우수성이 입증된 학생들은 수시모집에 다소 유리합니다. 

부설 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미래 유망산업의 학술 분야와 디자인 교육의 지속적인 교류를 

모색하고, 다학제적 지식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플래너 

또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

색채디자인연구소

1997년 산업자원부 지정연구소로 설립되어 트랜드 예측, 색채  

라이브러리, 각 산업체 색채 컨설팅 및 색채디자인전문가  

인증교육 등 색채자원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색

채문화 고유성에 기여

학과 활동

동아리/스터디그룹 자치활동 

•  디자인 창업 동아리 : 디자인을 통해 학생 창업을 경험하며,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선배들이 멘토링을 적극 지원

•  이화씨드 : 봉사활동 동아리로 저소득층 어린이집, 다문화  

센터, 소아병원 등 사회 배려층을 위한 어린이 방과 후 예술  

교육 교사로 활동하며 본교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바 

있음

•  꽃 : 한글타이포그래피 동아리로 타이포그래피 관련 전시회  

참가, 세미나 개최 및 참가 활동을 위주로 대학 연합 타이포 

그래피 동아리인 한울과도 지속적으로 교류

기타 특장점

아카데믹 어드바이져(Academic Advisor) 제도 도입

국내 디자인대학 내 최초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 제도를 도입하여 한 명의 특임교수가 매학기 디자인학부  

전체 학생들의 개별면담을 통해 프로패셔널 패스에 대한 교과목 

및 진로탐색을 지도

졸업생 취업 토크 콘서트

디자인학부 학생을 위해 매달 2회 취업한 졸업생들이 찾아와  

포트폴리오 공개, 소그룹 면담 등을 통해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도를 지원. 학생회 중심의 학부 재학생과 졸업생의 멘토 ·멘티  

제도도 시행

조형예술대학 > 디자인학부

디자
인학

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과안내서110 111

섬유예술전공은 섬유의 특성을 활용한 실기와 이론교육을 통해 

비평적 사고력과 창조적 역량을 갖춘 조형예술가, 교육자, 섬유 

패션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세부 분야

섬유예술	 자수	 	 직조	
섬유조형	 텍스타일디자인

주요 교과목

텍스타일드로잉	 	 섬유예술의기초	
디지털패브릭디자인	 염색표현	
오프룸위빙	 	 위빙	
패브릭스크린프린팅	 패브릭스컬프쳐	
자수공예	 	 자수조형	
현대타피스트리	 	 펠트메이킹	
섬유페인팅	 	 섬유디자인스튜디오	
자수창작스튜디오	 섬유조형 스튜디오	
현대섬유작가론	 	 섬유예술사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조형예술가	 	 공예가

텍스타일 디자이너	 VMD

컬러리스트	 	 교수

국내외 대학원 진학

대표기업/기관

한섬	 	 LG패션		

제일모직	 	 이랜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호텔 신라	 	 베네통 코리아	

입생로랑	 	 폴로 랄프로렌	
모조에스핀	 	 크리스천 디오르

현우디자인

예술가 이외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나요?
섬유관련 산업인 패션/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소재 기획이나 매장을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Visual Merchandiser, Window Dresser, 

텍스타일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개인 창업과 상관된 공예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 진학과 연구/창작활동에 이어서 

교육직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섬유예술을 전공하면서 복수전공이 가능한가요?
예술가를 지향한다면 조형예술의 타 분야나 철학을, 섬유산업체 취업을 희망한다면 패션디자인이나 의류산업학을, 또는 자신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복수전공을 병행하도록 장려합니다.  

H http://artndesign.ewha.ac.kr

T 02.3277.2509

섬유예술전공
FIBER ARTS

학업에 필요한 적성
섬유를 매체로 하는 조형예술은 평면, 입체, 설치미술에 이르

는 거의 모든 장르를 섭렵하며, 섬유예술 세부전공의 다채로운 

표현형식을 학습하고 실험하는 것을 통해 심미안과 표현력을 

연마합니다. 예술가, 공예가, 교육자, 텍스타일 디자이너, VMD 

등 향후 진로에서 폭넓은 선택을 희망하고, 새로움을 향한 호

기심과 탐구심을 함양할 기회를 원한다면 도전하길 바랍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다수의 조형예술가 배출

섬유를 매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창작활동 수행

섬유, 패션, 인테리어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배출

텍스타일 디자인, 소재 기획, 컬러 기획, VMD 등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

섬유예술 및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의 교육자 배출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진 배출  

학과 활동

자치 활동  신입생 환영회, 섬유예술전공 총 MT, 작가와의  

만남 행사 개최

기타 특장점

섬유시대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진출한 섬유예술전공 선배

들을 초빙하여 졸업 후 진로 및 창작활동과 관련된 특강 진행

조형예술대학 > 섬유�패션학부 > 섬유예술전공

섬유
예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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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전공은 패션디자인의 교육, 연구, 산업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최초로  

미술 기반 패션디자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였으며 체계적인 디자인 

사고를 통한 연구 방법을 습득하게 합니다. 패션디자인 및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인체와 조형의 특질, 패션 제품 

계획, 패션과 예술의 문제, 패션 사업의 문화와 경제적 기능, 패션 

아트디렉팅 등 패션디자인에 대한 다각도의 발전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

패션디자인	 패션아트	 패션매니지먼트	
패션아트디렉팅	 패션이미지 & 스타일링	
패션 & 미디어

주요 교과목

베이직패션디자인	 	 기초패션아트	
디지털미디어와표현	 칼라크리에이티비티	
패션그래픽	 	 패션인사이트	
패션조형	 	 익스페리멘탈패션디자인	
패션앤이미지	 	 패션 앤 스트럭쳐	
패션 앤 콘텍스트	 	 패션프렉티스	
패션프로젝트	 	 디지털패션그래픽	
인터렉티브 디지털디자인	 패션 캡스톤디자인	
글로벌 패션프로젝트	 패션앤뉴디미어	
아티스틱비전인 패션	 익스플로링 패션디자인	
패션디알로그	 	 패션아트프로젝트	
이노베이티브 패션디자인	 패션아트디렉팅	
패션익스펜디드아트	 패션퍼포밍아트	
패션필드익스피리언스 	 패션캠페인플레닝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패션 디자이너, 패션 아티스트, 패션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 스타일리스트, 	
머천다이저, 패션 브랜드 기획가, 브랜드 CEO,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그래픽 디자이너, 	
영화 및 공연 의상 디자이너, 패션 VMD, 	
액세서리 디자이너, 패션 애널리스트, 	
패션 웹사이트 플래너, 컬러리스트

대표기업/기관

한섬, LG패션, 제일모직, 이랜드, SK네트웍스, 	
데상트 코리아,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MCM, 갤러리아, 신세계, 바자르 코리아, 	
블루밍데일즈, MBC, 노브랜드 인터네셔널, 	
서울 프로패션 정보네트워크, 보그 코리아, 	
시선 인터네셔널, I.D.Look. LTD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편인가요?
본교의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국내외 패션 기업에 대거 취업하는 등 취업률이 매우 높고, 인턴십 기회도 많이 있어 이를 통해 취업의 

길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H http://my.ewha.ac.kr/ewha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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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전공
FASHION DESIGN

학업에 필요한 적성
예술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생,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꿈과 믿음을 가진 학생에게 적합 

합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  IFFTI(국제패션교류재단) 국내 최초 정회원 가입(2016)

•  국내외 세미나 및 특강 다수 실시

•  매년 오픈 크리틱 실시로 취업 및 진로 상담, 다수 패션기업

들과의 MOU 체결을 통한 학생 인턴십 활성화

•  바디워크 동문전을 통한 선후배간 네트워킹 활성화

•  학회 및 협회의 학술대회 및 공모전 유치

해외교류 현황

•  바디워크 동문전 해외 순회전 개최

•  국제 세미나 및 특강 상시 실시

•  해외 인솔 프로그램 실시(디자인 인 뉴욕, 아트 인 홍콩)

•  IFFTI에 참여

 -  핀란드 헬싱키 메트로폴리아 대학 

Metropo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 Metropolia 

Fashion College(학부 교류)

 -  네덜란드 Amsterda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AMFI Amsterdam Fashion Institute(학부 �대학원 교류)

 -  영국 UAL University of Art London / LCF London Collefe 

of Fashion(학부 �대학원)

부설 연구소

본교 패션디자인연구소와 이와 연계한 E:FEEL 매장 운영 중 

조형예술대학 > 섬유�패션학부 > 패션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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