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형가구학과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교육목적
가구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능력배양과 현대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체계 확립을 통하여 글로벌 가
구디자인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현대 공간에서 가구의 개념과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와 심도 있는 교
육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학
과는 가구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의 발전을 확
대시켜 가구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능력 배양과 현대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체계 확립에 교육의 목
표를 두고 이 분야 최고의 글로벌 가구디자인 리더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과소개
본교 대학원에서는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주, 야간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
다. 이 과정 동안 학생들은 개설된 강좌의 이수와 더불어 국내외 각종 가구디자인 전시회와 국제
가구디자인 워크샵, 세미나, 공모전 등에 참여함으로써 폭 넓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는다. 과
정을 마친 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결과로서 논문을 제출하거나 창의적인 가구디자인 작
품전을 개최함으로써 미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의 가구디자인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재학 중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가구디자인 연구소』를 통하여 지도교수와 신학협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짐
으로써 가구디자인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최고의 가구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
를 확실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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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교과목명

1961004 현대가구디자인사조 연구

3

3

Contemporary thought of Furniture Design

1961005 목조형가구실기(Ⅰ)

3

4

Wood Working & Furniture Design(Ⅰ)

1961006 목조형가구실기(Ⅱ)

3

4

Wood Working & Furniture Design(Ⅱ)

1962004 가구디자인 매니지먼트 특론

3

3

Advanced Theory of Furniture Design Management

1962009 가구디자인개발특론

3

3

Advanced Study of Furniture Design Development

1962010 현대리빙디자인특론

3

3

Advanced Theory of Modern Living Design

1962011 목조형가구실기(Ⅲ)

3

4

Wood Working & Furniture Design(Ⅲ)

1962012 가구디자인리서치

3

3

Furniture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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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형가구실기(Ⅰ)

목조형 가구디자인을 위한 창조적인 조형의식을 향상시키고 실기를 통하여 조형감각과 제작기술, 독
창적인 표현력, 시대를 리드하는 뛰어난 미적감각 등을 심화 발전시킨다.

목조형가구실기(Ⅱ)

목조형 가구디자인을 위한 창조적인 조형의식을 향상시키고 실기를 통하여 조형감각과 제작기술, 독
창적인 표현력, 시대를 리드하는 뛰어난 미적감각 등을 심화 발전시킨다.

현대가구디자인사조
연구

현대가구디자인의 경향과 흐름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미래 가구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목조형가구실기(Ⅲ)

목조형 가구디자인을 위한 창조적인 조형의식을 향상시키고 실기를 통하여 조형감각과 제작기술, 독
창적인 표현력, 시대를 리드하는 뛰어난 미적감각 등을 심화 발전시킨다.

가구디자인
매니지먼트특론

디자인을 경영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가구디자인의 성공과 밀접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심리학적 분석력 배양으로 실무적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구디자인개발특론

가구디자인의 개념과 흐름을 연구하여 미래의 가구문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한 가구디자인 개발능력
을 배양하는 데 교수목표를 둔다.

현대리빙디자인특론

리빙디자인의 개념 고찰을 통해 미래의 리빙디자인 Trend-setter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데 목표
를 둔다.

가구디자인리서치

가구디자인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내용을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자신의 전문적 능력의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중점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