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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전공

산업디자인 전공

시각디자인전공은 해외 교육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임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시각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전공을 통해 

시각예술과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문제점 발견, 사용자 이해, 디자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연계전공(VFX & Animation), 현장실습, 산학 프로젝트, 해외대학 교환학생, 국내외 

공모전 및 디자인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사용자인터페이스 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브랜딩디자이너 등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지털의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의 인간적 감성을 조화시켜 창의적인 디자인 

기획과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실무형 융합디자인 전공이다.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 제품, 환경의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형교육과 창의적 발상의 기초교육에서 

부터 생활제품, IOT제품, 가구, 세라믹, 실내디자인, UX디자인, 전시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전문가 특강,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실질적이며 현장과 밀착된 실무교육이 이루어진다.

졸업 후 진로: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실내디자이너, 디자인조사전문가 등 

99%
경일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취·창업 목표율



_
김 영 숙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 박사
계명대학교, 미술학 석사

주요 경력: 
· 국내외 개인전 14회
· 경북우수공예작가 유럽전(프랑스, 스위스)

T. 010-2682-3911  |  E. ys3911@hanmail.net

_
이 점 찬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 박사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

주요 경력: 
· 한국 국제 조형미술협회 운영위원 / 전시 총괄감독
·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T. 010-3822-1242  |  E. doja61@hanmail.net

_
안 지 선

미국 조지아공대, 디지털미디어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시각디자인 학사

주요 경력: 
· 미국 Lorenc+Yoo Design 시각디자이너
· 미국 Herzing University 겸임교수 

T. 010-9367-7157  |  E. jisunan@kiu.kr

_
김 대 성
 
프랑스 국립 파리 8 대학, DEA
프랑스 국립 리용 II 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주요 경력: 
· 미국 뉴욕 MoMa Products Designer
· 서울 디자인 한마당 / 서울디자인마켓 총감독

T. 010-9889-5840  |  E. hidaisung@kiu.kr

_
이 유 미

미국 카네기멜론, Interaction Design 석사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학사

주요 경력: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UX 디자이너
·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디자이너

T. 010-9133-4085  |  E. yoomi.lee@kiu.kr

_
김 태 선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미국 카네기멜론, Arts Managment 석사

주요 경력: 
· 학국색채학회 및 브랜드디자인 학회 이사
· 수 디자인 책임 디자이너 / Info21 선임디자이너

T. 010-4234-6289  |  E. taesunkim@kiu.kr

_
강 형 구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미국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미술학 석사

주요 경력: 
· 한국 가구학회 이사 
· 한국 공예가협회 대구경북지부장 

T. 010-5105-7740  |  E. kanghg67@naver.com

_
류 지 헌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박사수료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석사

주요 경력: 
· Index Partners 선임 디자이너  
· W&워커힐호텔 브랜드 자문위원 

T. 010-6554-8714  |  E. ryujay@kiu.kr



_
미국 Spark Design Award Finalist: 
2017 삽사리의 경산 대모험
디자이너: 김지현, 장혜련 ,정재욱

일제시대에 멸종위기에 처했다가 후에 천연기념물인 
경산 삽살개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_
미국 Spark Design Award 동상: 
신경산전 보드게임
디자이너: 강수지, 권경민, 박은미, 김혜미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학령기 6세-11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경산시의 문화유산에 대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한 교육용 보드게임

국제 공모전 수상작 

_
이탈리아 Lexus Design Award: Socksraw
디자이너: 이지예
_
독일 IF, RedDot 공모전: Rice Pack
디자이너: 고혜진 외 2명
_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입상
디자이너: 권광훈
_
LED light exhibition design Award Milano 
디자이너: 박천홍



_
HongKong Mega Show
생활용품과 기프트 용품 박람회로서 전세계의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기회를 넓히고 견문을 넓혀 다재다능한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기회 제공

_
밀라노 Homi Fair
세계적인 생활용품 박람회로서 디자인의 중심지인 밀라노에서 개최하는 페어. 학생들이 전세계의 
바이어와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 박람회 참가

_
일본 도쿄 디자이너스 위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로서 산업, 주방, 전자 
디자인 제품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 전세계 디자이너 
및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수준 높은 디자인 
역량을 평가 받음

_
퀄린 국제 가구 박람회
세계3대 가구박람회 중 하나인 독일 
퀄린 국제가구박람회 참여.  2017년 
경일대학교 디자인학부를 포함, 전세계 
12개 대학만이 선정되어 참가

_
파리 메종&오브제
3개의 라이프스타일 섹션에 따라 구분된 
전시 구성으로 3,200여개의 브랜드와 
함께 학생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



국내 공모전 수상작

국내 박람회 참가

_
대구 디자인 전람회 시각디자인부분 수상
디자이너: 도경민
_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시각디자인부분 수상
디자이너: 강수지, 박은미, 정재욱
_
제10회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전 수상
디자이너: 오상준, 이지혜
_
대구 디자인 전람회 시각디자인부분 수상
디자이너: 김지현 

_
서울 디자인 페스타
주최 주관: 서울디자인페스타 위원회, 디자인정글(주)
_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주최 주관: 디자인하우스, 코엑스
_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주최 주관: 디자인하우스, 코엑스
_
한국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대전
주최 주관: 대힌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학연계 및 실무디자인 특강

다양한 분야의 실무 디자이너 특강을 통해 디자인 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졸업 후 취업과 창업 등의 진로 설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제공하며, 실무 디자이너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산업디자인 전공 졸업생 버브 디자인 대표 고혜진

국제 워크샵

_
파리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세계로' 
_
국제 가구 디자인 워크샵
미국 리치테넌 초청 세미나 



학과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활동

경목회
도아회
그리너리
Modi & Play
Emotion Design
Nouveau Books
Plan B
O2 키움 마켓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 전시 
판매 공간



졸업 후 취업의 길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중 1위

전국대학 취업률

전국대학 8위

졸업생·창업비율

영남지역 1위

여학생 취업률

전국 6위, 영남지역 1위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 1천명 이상)중 1위
(출처: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졸업생 창업비율 영남지역 1위
(출처: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여학생 취업률 전국 6위, 영남지역 1위
(출처:중앙일보)

여학생취업률 높은 대학
(졸업생 30명 이상 대학)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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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자료출처: 중앙일보)

건양대

한국기술교육대

목포해양대

성균관대

고려대(안암)

경일대
서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서울)

숭실대

65.4

64.8

63.8

61.7

59.6

54.8

53.8

53.3

53

졸업 후 창업의 길 창업선도대학 전국 최고등급 7년 연속 사업 선정 국고 34억6천만원 지원

디자인중심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년간 3억원 지원

창업캠프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라는 지식재산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36명의 학생들이 참가

창업장학금, 창업휴학제도, 창업학점교류제도,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특허출원 창업캠프:

디자인학부 창업

염순욱 - iD디자인
고혜진 - 버브디자인
김홍주 - 홍디자인
이상민 - 펜하우스
조서연 - 디쉬맨
안준혁 - 느리게디자인
박지영 - 이글루
우진우 - 디마이너스
이지예 - 디자인25°
김여린 - 김여린디자인
이홍철 - 타임디자인
한창희 - 디자인날 외 다수



해외 교환학생

문화예술 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초·중·고교 및 토요 휴무일에 박물관, 
미 술 관  등  문 화 시 설 에 서  창 의 적 
체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경일대학교는 대학 캠퍼스와 대구 
경북디자인센터에 사진, 공예, 디자인 
분야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교과목 5개 이수)

대만 중원대학교, 대만 화범대학교

교육시설

디자인스튜디오(I,II), 
프린트실(플로터, 시트커팅), 
맥 컴퓨터실, 3D 프린트,
프린트실(레이저커팅기), 
기초목업실, 모형제작실,
프로토타입실, 시트커팅기,
염색 및 실크스크린실,
드로잉 실습실, 세미나실
 
대형기계실, 소형기계실, 
가구 제작실, CNC 기계실,
도자 실습실1, 2, 가마실
석고 성형실, 물레 실습실



_
시각디자인포트폴리오

사용자경험(UX)디자인

01 김지현           03 우혜진    
02 김건우           04 박민아외 3명
                            05 박은미

브랜딩디자인

06 이경은           09 안다영/오연옥        
07 유희애           10 박세준
08 윤수영           11 김지현외 2명

06

07

08

09

10

11

03

01 04

0502



_
시각디자인 포트폴리오

편집디자인&정보디자인

01 도경민           03 유희애 
02 오상준           04 오상준
                            05 이해인 

06 유선영/김보미           09 도경민 
07 서선영/김진욱           10 윤수영/곽서희
08 오상준                        11 감다정/최누리  

03

01 04

0502

06

07

08

09

10

11



_
산업디자인 포트폴리오

01 이지은/박보현 Origami Bag (더나누기 프로젝트)

02 우진우 Umbrellip
03 박소미 Black Dinner
04 이상민 Pen House
05 이지혜 Dots (코자트 CSI 프로젝트)

06 이지혜 One Shot (인테크 프로젝트)

07 염순욱 Dip Night
08 박종만 Noir Ail Lat
09 이지혜/오상준 유니버셜디자인
10 염순욱 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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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김영민 Sit table
02 정석원 Hexagonal
03 김기환 Check
04 정석원 Tri try
05 조혜련 Speaker Bench

_
산업디자인 포트폴리오

06 이상기외 6명  북카페 인테리어디자인
07 박가영 책갈피
08 김지영 Double Walled Vase
09 김동린 Strairs tray
10 전아로미 Love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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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우) 384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디자인학부 22호관 301호 
T: 053-600-5820

웹    http://design.kiu.ac.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yungil_school_of_design

페이스북   facebook.com/KIUDesign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kiu_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