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 디자인 분야는 시각 결과물의 도출과 단순 디자인 테스트에서 창의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의 리서치

와 기획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모해왔습니다. 시각 · 영상디자인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

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인간적이고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할 글로벌 디자이너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과 영상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보다 주도적인 자기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며, 폭

넓은 전공과목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능력의 함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실한 예술적 기량

과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지닌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세부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과 시대에 
소통하는 디자이너
시각 · 영상디자인과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다양한 정보, 인간의 의사, 사물의 이

미지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와 창조행위

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더불어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각물 디자인의 연구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새

로운 시각으로 창조할 글로벌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입학 전 

체크 

포인트

전공수업

진로

분야

시각 · 영상디자인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찾고자 하

는 적극적 태도, 그리고 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표현력

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학과 특성상 공동 작업이 많기 때문에 타인과의 협력

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교환에 흥미를 가진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학과입니다. 학과에 진학

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재학 중 학과 과정에서 꼭 필요한 포토

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기초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시각 · 영상 디자인 관련 책자를 많이 보고, 연관 전시회 등을 자주 관람하는 것도 기본 

소양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시각 · 영상디자인과의 교육과정은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다양한 정보, 인간의 의사, 사물의 이

미지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와 창조 행위를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지식 습득과 실무

능력의 함양을 위해 전공 세부분야는 ‘편집 · 그래픽’, ‘브랜딩’, ‘광고’, ‘일러스트 · 애니메이션’, 

‘UX · UI’ 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교양기초과목(컴퓨터기초디자인, 인간과 디자인, 

디자인의 이해), 전공기반과목(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CF디자인), 전공심

화과정(모션그래픽스, 디지털미디어컨텐츠, 브랜드디자인)으로 분류된 학과목들의 학습을 통

해 재학생들은 시각물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각 · 영상디자인과의 졸업생들은 시각물의 전달 방식 자체가 컴퓨터 작업을 기반으로 진행

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공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

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이너’로 진출하여 활동하는 경우 디지털콘텐츠개발자, 인터페이스 디

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실제로 국내외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애로

(1974), 김윤주(1987, 2010년 볼로냐 라카치상 수상) 등의 유명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

련 기업체에 들어갈 경우 기업체 디자인실, 홍보실, 광고대행사, 방송국 등에서 디자이너와 아

트디렉터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보림(삼성전자), 김지은(삼성전자), 김한결(삼성전자), 박세희   

(삼성전자), 함유경(삼성전자), 이성혜(삼성전자), 나유미(LG전자), 김민지(피키캐스트), 정지수

(네이버), 정예온(네이버), 윤혜지(몰랑이 캐릭터 디자이너), 김혜정(Mnet) 등의 선배들이 현장

의 유명한 디자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 영상

디자인과

미술대학

Since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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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학과탐색 가이드

전공 집중해부

주요실적

· 2015년 4월, 제2회 한국인 최초 앤디어워즈 대상(최성록, 11학번)

·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어워드 우수(김다솜, 11학번), 입선(신은빈, 13학번)

· 2014년 제14회 스타트업 위크앤드 수상(이지연,15학번)

·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 엘렌 럽튼 · 제니퍼 콜 필립스 지음, 원유홍 역, 비즈앤비즈

· 디자이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이절 크로스의 생각하는 디자인

나이절 크로스 지음, 박성은 역, 안그라픽스

· 그리드(GRIDS) 개빈 앰브로즈 · 폴 해리스 지음, 신혜정 역, 안그라픽스

· 한 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락시미 바스카란 지음, 정무환 역, 시공사

학과 대외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고 학과 행사 참여율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회의를 

거쳐 선정

학과 학생으로서 SUDAA 디자인 동문회가 선정한 학생에게 지급

 추천도서

수상

전공준비

시각 · 영상디자인

학과 목적 기금

SUDAA 디자인

동문 장학금

전공 특별활동

일러스트스터디

‘일러스트스터디’는 시각 · 영상디자인과의 동아리로 현재 활동 중인 동문 일러스트레이터, 학

부생,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그림책 연구와 제작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속 학생들은 현업에 있

는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실제 그림책의 연구와 제작 과정을 통해 실

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답니다.

타이포그래피반 - 아밀라제

타이포그래피반 ‘아밀라제’는 교내외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실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

각 · 영상디자인과의 동아리예요. 실제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더 발전된 결과물의 도출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광고동아리 

DESIGN & TECHDESIGN & TECH는 디자인과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모하는 모임이에요. 학생들은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상관관계와 동향

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논의를 통해 시각 · 영상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전공특화 글로벌탐방 프로그램 - NYU IMPACT

창의 디자인 테크놀로지 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글로벌탐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창의

성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디자인 개발이 가능한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

해 뉴욕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간 정례화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세계적인 해

외 우수대학의 추세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과 중심의 학생교환 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창의성 증대 및 국제무대 전시 및 공연 경험

을 체득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랍니다.

‘숙명’을 꿈꾸는 예비 눈송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UX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진로를 준비할 때 실제 도움이 된 부분을 얘기해보려 해요. 제 경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우연히 

App 개발을 한 뒤 Interaction UX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관련 아카데미에 등록하

여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 코딩을 배우기도 했어요. 개발을 알고 이해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개발자들과 긴밀하게 협

업을 하는 UX 디자이너 특성상 단순히 디자인만 하던 친구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부분이 되었죠. 이처럼 대학생활

을 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외부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진부한 얘기일 수 있으나 학생일 

때 많은 경험을 하라는 것은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직업과 기회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

각해요. 수업을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다면 다양한 외부활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의 방향을 정하고 본인만

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실무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니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 참여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찾아보세요. 무엇이든 실제로 해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도전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진로를 찾고 매진한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박세희(08) · 삼성전자

입학 전

교육과정

교양기초과목

컴퓨터기초디자인, 인간과 디자인, 디자인의 이해

전공기반과목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CF디자인

전공심화과정

모션그래픽스, 디지털미디어컨텐츠, 브랜드디자인

세부분야

편집 · 그래픽, 브랜딩, 광고, 일러스트 · 애니메이션, 

UX · UI

재학 중

건실한 예술적 기량과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겸비한 디자이너의 양성

졸업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사진편집 디자이너,

인터스페이스 디자이너 등

광고·홍보 분야

광고대행사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기업체 홍보실 등

방송분야

영상제작 관련 프로덕션, 

공중파 및 케이블TV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등

출판분야

출판물 표지 및 컨셉 디자이너 등 

디지털콘텐츠분야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수정과 편집 업무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극적 태도

 · 세심한 관찰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 공동 작업을 즐기는 학생

입학 전 준비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 지식 습득

 ·  관련 서적 독서 및  

연관 전시회 관람 등의  

간접체험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사무실 전화 및 

홈페이지 주소

학과 사무실 위치  
미술대학 210호

전화번호  

02.710.9958

메일주소  

smvd@sm.ac.kr

홈페이지 주소 

http://smvd.sookmyung.ac.kr(국문)

http://smvd.org(영문) 

학과 장학금 

시각 · 영상디자인과 DEPARTMENT OF VISUAL & MEDI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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