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 디자인분야는 시각 결과물의 도출과 더불어 창의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의 리서치 및 기획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모해왔습니다. 시각·영상

디자인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인간적이고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할 글로벌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과 영상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며, 폭넓은 전공과목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능력의 

함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실한 예술적 기량과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지닌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세부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

습니다.

마음과 시대에 

소통하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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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영상디자인과 
DEPARTMENT OF VISUAL & MEDIA DESIGN

+ 일러스트스터디

’일러스트스터디‘는 시각·영상디자인과의 동아리

로 현재 활동 중인 동문 일러스트레이터, 학부생,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그림책 연구와 제작을 진행

합니다. 소속 학생들은 현업에 있는 선배들의 조언

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실제 그림책의 연

구와 제작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

습니다.

+ 타이포그래피반 아밀라제

타이포그래피반 ‘아밀라제’는 교내·외에서 전

시를 진행하며 실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

각·영상디자인과의 동아리입니다. 실제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다양한 피

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발전된 결과물 도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광고동아리

DESIGN & TECHDESIGN & TECH는 디자인과 테

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창의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학생들은 디

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상관관계와 동향에 대한 심

도 있는 학습과 논의를 통해 시각·영상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과활동

 02-710-9958

 smvd@sookmyung.ac.kr

 http://smvd.sookmyung.ac.kr(국문)
        http://smvd.org(영문)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극적 태도

▪세심한 관찰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 지식 습득

▪관련 서적 독서 및 연관 전시회 관람 등의 간접체험

▪�프리랜서 디자이너 :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사진편집 디자이너, 인터스페이스 디자이너 등

▪�광고·홍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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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X 디자인 분야 : 웹 및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즈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개발

▪�3D 인터렉션 디자인 분야 : 게임, VR/AR/MR 관련 3D 

인터렉티브 디자인 개발

교과 과정

기초과목

▪�시각·영상기초디자인, 디자인씽킹&시각화, 스토리텔링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시각ㆍ영상디자인론, 디자인과문화

전공공통과목

▪�타이포그래피디자인, 편집디자인, 색채학, 디자인매니지먼트

전공심화과정

▪�광고영상(브랜드디자인, 광고디자인), 브랜딩(유튜브영상디자인, 

영상콘텐츠디자인), 시퀀스일러스트레이션(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UX/UI(디지털미디어컨텐츠, 

인터렉티브미디어디자인)

입학전

재학중

졸업 후 진로

미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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