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Communication Design

1. 석사학위과정 소개
교육목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조형대학의 축적된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에서빠르게 변해가는 첨단 디자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는 '디자인 중심 대학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를 이끌어 갈 진리와 시
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계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합목적적 능력 배양
- 디자인 전인 교육 수행
- 문제해결능력 배양
- 창의적인 감수성의 배양
- 세계화 전략의 수행
학과소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는 커뮤니케이션,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
과 연구를 실시하여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창조성을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교육의 함양으로
디자인 연구와 창의적인 자세로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박사학위과정 소개
교육목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커뮤니케이션, 광고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화된 전공영역으로 첨단 정보화 사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디자인분야를 선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디자인 관련 주변 학제간 연관교육 완성
- 창의력을 갖춘 전문디자인 인력 양성
- 디지털미디어 수행능력 완성
- 논리적 기획력, 실무창작능력 배양

학과소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은 미디어산업구조와 수용자의 태도변화에 따라 상호 작용성
및 매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술디자인계열 미술학 박사과정이다. 본 과정은 조형대학의 다양한
디자인 관련 전공영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며, 디지털미디어 수행능력, 이
론과 숙련된 아트워크 능력의 연계를 모색하여 실무 창작과 완벽한 논리적 분석 및 완성을 통해
학위취득을 유도하는 특화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교과과정 및 과목설명
석사학위과정 교과과정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9182003 타이포그래피 & 편집디자인

3

3

Typography & Editiona Design

9182004 브랜드디자인

3

3

Brand Design

9182005 색채디자인

3

3

Color Design

9182006 정보그래픽디자인

3

3

Information Graphic Design

9182007 마케팅과 소비자행동

3

3

Marketing & Theory of Consumers Behavior

9182008 광고론

3

3

Theory of Marketing

9182009 디자인경영 ∙ 비즈니스

3

3

Design Business

9182010 이미지와 기호

3

3

Image & Semiotics

9182011 커뮤니케이션론

3

3

Theory of Communication

9182012 논문작성법

3

3

Dissertation

9182013 인터액션디자인(1)

3

3

Interaction Design(1)

9182014 인터액션디자인(2)

3

3

Interaction Design(2)

9182015 인포메이션디자인(1)

3

3

Information Design(1)

9182016 인포메이션디자인(2)

3

3

Information Design(2)

9182017 모션그래픽(1)

3

3

Motion Graphics(1)

9182018 모션그래픽(2)

3

3

Motion Graphics(2)

9182020 이미지와 사유

3

3

Aesthetic Theories

9182021 피지컬컴퓨팅

3

3

Physical Computing

9182022 미디어아트

3

3

Media Art

9182023 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

3

3

User Interface Design

9182024 디자인 플래닝

3

3

Design Planning

9182025 디지털 시각디자인

3

3

Digital Visual Design

9182026 디지털 콘텐츠디자인

3

3

Digital Contents Design

9182027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4

Advertising Communication Design

9182028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4

Visual Communication Design

9182029 디지털미디어디자인

3

4

Digital Media Design

석사학위과정 과목설명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타이포그래피 &
편집디자인

시각언어의 기본요소인 문자의 구조적 특성을 습득하여 합목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계획과정과 광고
및 기업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에디토리얼 디자인 학습

브랜드디자인

최근광고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마케팅 목표가 아니라 브랜드가치로 목표가 바뀌고 있다. 브랜
드가 가장 중요한 이휴로 떠오르면서 브랜드의 이해와 브랜드 구축,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디자인
과정을 연구

색채디자인

시각언어로서의 색채의 중요성에 관하여 학습하고, 효과적인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위한 색채
이론과 색채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결과 분석을 위한 이론을 연구한다.

정보그래픽디자인

정보그래픽디자인은 사진, 심볼, 색채, 문자 등을 이용해 정보를 표현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분야이며, 여러 미디어에서 표,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타임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효
과적 정보전달을 위해자료조사, 정보 분석, 소비자행동, 디자인 전략, 그래픽 스타일 등의 방법론을
연구한다.

마케팅과 소비자행동

세분화 되어가는 시장에서 마케팅과 효과적인 설득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 조사 및 분
석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론

광고의 일반적 개념, 광고프로세스, 광고매체, 광고의 구성 요소 그리고 광고소구유형 등 광고에 관
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광고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
고, 전체적인 광고 산업을 이해하게 한다.

디자인경영 ∙ 비즈니스

디자인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삼는 기업 경영방침을 말하며,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디
자인 중심으로 이끌고 가거나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있어 디자인을 적절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디자인 경영 활동이라고 한다. 기업의 성공적 디자인 전략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디자인이 성공
적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핵심적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한다.

이미지와 기호

의미 생성의 경로를 예견할 수 있게 하고 분석적 논리와 미학적 감수성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기
호학의 일반론을 학습하고, 디자인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론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략과 크리에이티브의 성공적인 접목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학문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언론 정보학, 수사학, 저널리즘학, 광고홍보학 등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학
습한다.

논문작성법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논문의 본질과 요건, 작성 준비, 눈문의 구성, 원고 작성의 요령, 인용 방법
등을 다룬다. 학위 논문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들을 집중 연구하여 논문의 문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인터액션디자인(1)

인터액션 디자인 (1)에서는 UX(사용자경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인터액션 디자인의 기본적인
이론과 표현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여 여러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미
디어 디자인 능력을 키운다. 디자인적, 기술적인 리서치를 통한 인터액션의 방법, 표현의 내용에 있
어 최신경향을 실기, 학습하며 발전된 주제들을 다룬다.

인터액션디자인(2)

인터액션디자인 (2)에서는 인터액션의 심화연구와 표현방법을 탐구하여 개인별 관심에 따른 작품을
기획, 연구하여 교수의 지도 아래 제작한다. 스크린, 설치, 사운드, 비디오, 피지컬 옵젝트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터액션디자인 및 예술작품을 심도있게 제작한다.

인포메이션디자인(1)

인포메이션에 대한 개념, 유형 및 정보 전달 방법의 진화 등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 이전 상태
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조직화해보고, 시간, 공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의미 있는 인포메
이션으로 재해석하는 학습을 하며,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
심의 인포메이션 디자인작업을 경험한다.

인포메이션디자인(2)

인포메이션 (1)의 심화과정으로, 다양한 미디어 특성에 맞는 인터랙티브 인포메이션 디자인 방법을
경험한다. 특히 정보의 전달이라는 1차적 목적은 유지한 채 시각 이외의 인간의 다양한 오감을 활용
한 정보전달 방식을 시도해봄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친근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
이 반영된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작업을 학습한다.

모션그래픽(1)

최근 수년간 급성장 하고 있는 모션그래픽의 역사 및 현주소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전에 습득한 기
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토대로 심층적인 프로젝트 테크닉을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시
도하여 차세대의 창의력 있는 작품을 기획, 제작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모션그래픽(2)

모션그래픽스 (1)에 이은 연계과목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내어 연구 제
작한다. 또한, 프로그래밍이나 인터랙션 및 인포메이션 디자인 등 앞으로의 모션그래픽 분야와 접목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망, 프로젝트 아이디어 및 제작방안 등을 연구한다.

이미지와 사유

문헌 및 작품사례를 통하여 이미지의 개념, 특징, 효과, 활용방법등을 분석한다.또 이미지의 창작 프
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이미지의 생성, 가공 및 변형, 적용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한다. 이를 위해 현
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의 효과적인 방안과 오감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적 사고
발상을 인문학, 심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미학과 아우르는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사고하고 구상, 발
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험, 학습한다.

피지컬컴퓨팅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로 구성된 일반적인 컴퓨터에 물성(物性, physicality)을 부여하여 보다 자연
스럽게 인간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회로의 기초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개념과 사용방법, 디지털 회로와 아날로그 회로, 모
터와 센서 등의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작업의 결과물은 인터액티브 인스톨레이션이나 인터
액티브 오브젝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미디어아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예술적 표현에 새롭게 열어주는 가능성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디자인이 아닌 예술의 영역에서 활용해 보고자 할 때 어떠한 표현들이 가능할지를 자유롭
게 상상해보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고찰
하고 이로부터 표현의 단초를 잡는다. 예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디지털미
디어로 표현하여 미디어아트 작품을 결과로 얻는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이론을 근간으로 사용자와 컨텍스트를 연구하여 정보 구조와 정보 표현, 사용자
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 경험을 디자인하며, 연구 결과를 UI, GUI, PUI 디자인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
론을 학습하고 실무 프로젝트의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디자인 플래닝

디자인 기획자로서 다양한 디자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시장 및 사용자, 디자인 환경을 이해하고 이
에 맞는 디자인 주제의 선정과 프로젝트 프로세스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하며, 학제적 프로젝트 그룹의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디지털 시각디자인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발달은 그에 따른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요구하고 있
다.사회학, 심리학 인문학등의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디지털미디어의 활용의 범위를 연구하고 디자
인프로세스의 방법 및 예술적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학습을 하여 디지털을 활용하고 디자인을 기반
으로 한 통합적인 교육을 하고자 한다.

디지털 콘텐츠디자인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은 산업과 상품으로 연결되어가며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화가 콘텐츠로 활
용되어 기획부터 유통, 마케팅등, 새로운 시대의 문화산업으로 많은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매체에 대한 연구와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
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광고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서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실제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디자인
결과의 분석, 일반적 언어를 시각적 광고언어로 변환하는 능력 배양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관하여 학습. 특히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뉴 미디어에 관하여 연구한다.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디지털미디어의 기술적인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멀티미디어를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 및 기술적 요소
가 정보전달 과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실습한다.

박사학위과정 교과과정
이수구분
필수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9185001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3

Advertising Communication Design

9186001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3

Visual Communication Design

9186002 정보그래픽디자인

3

3

Information Graphic Design

9186003 마케팅과 소비자행동

3

3

Marketing & Consumers Behavior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9186004 광고론

3

3

Theory of Advertising

9186005 디자인경영 ∙ 비즈니스

3

3

Design Business

9186006 이미지와 기호

3

3

Image & Semiotics

9186007 커뮤니케이션론

3

3

Theory of Communication

9186008 논문작성법

3

3

Dissertation

9186009 브랜드디자인

3

3

Brand Design

9186010 타이포그래피 & 편집디자인

3

3

Typho Graph & Editorial Design

9186011 색채디자인

3

3

Color Design

박사학위과정 과목설명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서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실제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디자인
결과의 분석, 일반적 언어를 시각적 광고언어로 변환하는 능력 배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관하여 학습. 특히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중심
으로 한 뉴 미디어에 관하여 연구한다.

정보그래픽디자인

정보그래픽디자인은 사진, 심볼, 색채, 문자 등을 이용해 정보를 표현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분야이며, 여러 미디어에서 표,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타임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효
과적 정보전달을 위해자료조사, 정보 분석, 소비자행동, 디자인 전략, 그래픽 스타일 등의 방법론을
연구한다.

마케팅과 소비자행동

세분화 되어가는 시장에서 마케팅과 효과적인 설득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 조사 및 분
석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론

광고의 일반적 개념, 광고프로세스, 광고매체, 광고의 구성 요소 그리고 광고소구유형 등 광고에 관
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광고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
고, 전체적인 광고 산업을 이해하게 한다.

디자인경영 ∙ 비즈니스

디자인 경영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삼는 기업 경영방침을 말하며,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디
자인 중심으로 이끌고 가거나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있어 디자인을 적절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디자인 경영 활동이라고 한다. 기업의 성공적 디자인 전략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디자인이 성공
적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핵심적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한다

이미지와 기호

의미 생성의 경로를 예견할 수 있게 하고 분석적 논리와 미학적 감수성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기
호학의 일반론을 학습하고, 디자인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론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략과 크리에이티브의 성공적인 접목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학문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언론 정보학, 수사학, 저널리즘학, 광고홍보학 등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학
습한다.

논문작성법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논문의 본질과 요건, 작성 준비, 눈문의 구성, 원고 작성의 요령, 인용 방법
등을 다룬다. 학위 논문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들을 집중 연구하여 논문의 문제와 방향을 설정한다.

브랜드디자인

최근 광고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마케팅 목표가 아니라 브랜드가치로 목표가 바뀌고 있다 브랜
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브랜드의 이해와 브랜드구축,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디자인
과정을 연구

타이포그래피 &
편집디자인

시각언어의 기본요소인 문자의 구조적 특성을 습득하여 합목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계획과정과 광고
및 기업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에디토리얼 디자인 학습

색채디자인

시각언어로서의 색채의 중요성에 관하여 학습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위한 색채 이론
과 색채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결과 분석을 위한 이론을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