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각디자인학과-시각정보디자인분야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라는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광고이론교육, 광고실무교육, 정보디자인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정보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광고대행사, 대기업홍보실 및 디자인팀, 디자인스튜디오, 온라인광고대행사, 웹에이젼시, 인터렉티브디자인 스튜디
오, 캐이블방송사, 정보공학연구소



수요예측

현  황

2. 시각디자인학과-시각정보디자인분야 CDR 직업수요분석

1. 일반기업에서 디자인부서 혹은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24,333개, 디자인관련 아웃소싱만 실시하는 기업은 14,051
개로 디자인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업체는 총 38,384개로 추정됨. 이 가운데 디자인 전문기업은 총 2,245개로 추정
됨.
2. 디자인 인력보유 일반기업의 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는 4.24명이고 일반기업 전체 디자이너 수는 103,172명 정도
로 추정됨.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1개 업체 평균 3.79명이고, 디자인 전문기업 전체 디자이너 수는 8,509
명으로 추정됨.
3. 디자인 경쟁력에 대한 디자인 최고 수준 대비 자사 디자인의 평가결과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3.72
점,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우 75.96점으로 디자인 전문기업이 10정도 높게 나타남. 이 가운데 시각디자인분야는 유저
인터페이스디자인 57.15점, 컨셉디자인 69.39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63.78점, 브랜드디자인 66.17점, 그래픽디자
인 70.27점으로 그래픽디자인분야의 디자인평가가 높게 나타남.
4. 우리나라 기업 평균 10개 업체 중 2개 업체 정도는 디자인 업무가 발생(22.4%)하고 있으며, 이 중 별도의 디자인 
부서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7.25%, 별도의 디자인부서는 없지만 디자인전문 인력이 있는 업체는 7.0%, 디자인관련 
업무는 없고 디자인관련 업무만 아웃소싱하는 업체는 8.2%로 총 22.4%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광고업, 컴퓨
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사업서비스업체에서 디자인 
발생률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신사업 개발의 각 프로세스에서 디자인개발을 위해 디자인인력이 참여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성공적인 프로젝
트의 경우 시장조사, 시제품 연구개발, 생산 및 제작, 마케팅, 사후관리 및 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일반적인 프로젝
트에 비해 디자인인력 투입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 제조업과 오락/문화/운동 관련업이 사업서비스
업 분야보다 각 프로세스 디자인인력 참여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6. 디자인전문기업의 주 생산 품목으로 시각디자인 39.3%, 디지털미디어디자인 1.6%,제품디자인24.1%, 패션디자
인 2.6%, 공예디자인 0.8%로 시각디자인분야가 가장 많았음. 이는 시각디자인분야가 폭넓게 포진되어 있고 시장구
조 또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으로 분석됨.
7. 디자인전문업체 중 35%정도가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로 나타남. 이를 시각디자인분야와 관련하여 세부적
으로 분석하면 통신/정보/방송/차세대 제품 및 기기 업체가 8.7%, 디지털 콘텐츠 개발 5.75%, 디지털 영상 디자인
5.5%, 통신/인터넷 서비스 3.5%, 컴퓨터관련 서비스 3.6% 모바일/애듀테인먼트 1.7% 등으로 나타남.
8. 디자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평균 3.79명으로 나타나며, 디자인전문인력 중에서 시각디자인을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래픽디자인분야의 디자인인력비율이 30.4%, 유저인터페이스분야 7.15, 컨셉디자인 
9.9%, 커뮤니케이션디자인 7.5% 브랜드디자인 7.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9. 기업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각디자인영역별로 구분하면 유저인터페이스디자인 5.35%, 컨셉디자인 9.9%, 커
뮤니케이션디자인 7.0%, 브랜드디자인 8.9%, 그래픽디자인 27.3% 등으로 그래픽디자인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1.향후 2년간 디자인관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예상은 보다 수준 높은 디자인 역량에 대한 요구증대가 
50.78점, 디자인시장의 급성장 48.94점, 해외 디자인기업의 적극적 시장참여 45.75점, 고급 디자인인력 구인란 
44.73점으로 그 가능성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업을 중심
으로, 그리고 디자인인력을 보유한 기업과 디자인전공자인 경우 디자인관련 사안에 대한 발생가능성은 디자인기업
간 경쟁강화 76.20점, 보다 수준 높은 디자인역량에 대한 요구 중대 72.52점, 해외 디자인기업의 적극적 시장참여
62.75점, 디자인시장의 급성장 56.78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2 현재 디자인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디자인업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사업서비스
업에서 디자인발생 발생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 이어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따
라서 디지털미디어, 웹정보 서비스 등에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3 디자인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 가운데 향후 디자이너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14.4%로 높았으며, 대기업과 대도시에서 각각 9.7%로 중소기업과 중소도시의 7.6%와 5.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우리나라는 대규모 디자인인력, 기업의 디자인투자 증대, 디자인관련 인프라확충, 정부의 꾸준한 디자인 진흥정책
추진 등 디자인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풍부한 문화 자산과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디자인분야의 성정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음.
5 영국의 유력 디자인잡지인 아이콘(ICON)이 2005년 3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계 이슈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도 주요 대기업의 디자인투자와 정부의 디자인산업 육성의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 
디자인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시각디자인학과-시각정보디자인분야 CDR 교육과정

시각디자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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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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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
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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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과표현Ⅰ(2/3)
입체디자인 I (2/3)
평면디자인I (2/3)
디자인론(2/2)

관찰과표현Ⅰ(2/3)
평면디자인I (2/3)
디자인론(2/2)

사고와표현(3/3)
영어2(2/2)
교양과인성(시각디자인)(1/1)

영어1(2/2)
교양과인성(시각디자인)(1/1)

관찰과표현Ⅱ(2/3)컴퓨터그래픽스I(2/3)
관찰과표현Ⅱ(2/3)
입체디자인 Ⅱ(2/3)
평면디자인Ⅱ(2/3)

시각디자인사(2/2)
시각디자인Ⅰ(2/3)
컴퓨터그래픽스II(2/3)
일러스트레이션기초Ⅰ(2/3)
타이포그래피기초Ⅰ(2/3)
디자인컨셉Ⅰ(2/3)

시각디자인Ⅰ(2/3)
컴퓨터그래픽스II(2/3)

시각디자인Ⅱ(2/3)
디자인컨셉Ⅱ(2/3)
일러스트레이션기초Ⅱ(2/3)
기호와 의미(2/2)
미디어디자인기초(2/3)
타이포그래피기초Ⅱ(2/3)

시각디자인Ⅱ(2/3)
기호와 의미(2/2)



시각디자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타이포그래피Ⅰ(2/3)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Ⅰ(2/3)
일러스트레이션Ⅰ(2/3)
유저인터페이스디자인Ⅰ(2/3)
무빙이미지(2/3)
브랜드디자인마케팅(2/2)
아시아문화콘텐츠기획및제작실습(

광고사진실기Ⅰ(2/3)커뮤니케이션디자인Ⅰ(2/3)
무빙이미지(2/3)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Ⅲ(2/3)
에디토리얼디자인Ⅰ(2/3)
미디어디자인I(2/3)
시스템디자인Ⅰ(2/3)
전공과취업Ⅱ(시각디자인)(1/1)
시각디자인인턴십Ⅰ(2/2)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Ⅲ(2/3)
시스템디자인Ⅰ(2/3)
시각디자인인턴십Ⅰ(2/2)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Ⅳ(2/3)
시각디자인인턴십Ⅱ(2/2)
시스템디자인Ⅱ(2/3)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Ⅳ(2/3)
에디토리얼디자인Ⅱ(2/3)
미디어디자인Ⅱ(2/3)
시각디자인인턴십Ⅱ(2/2)
시스템디자인Ⅱ(2/3)

타이포그래피Ⅱ(2/3)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Ⅱ(캡스톤디자
일러스트레이션Ⅱ(2/3)
인포메이션그래픽스(2/3)
유저인터페이스디자인Ⅱ(2/3)
디자인매니지먼트(2/2)
전공과취업Ⅰ(시각디자인)(1/1)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Ⅱ(캡스톤디자
인포메이션그래픽스(2/3)

광고사진실기Ⅱ(PBL)(2/3)



학
년

학
기
시각디자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36/50 20/24

색채심리학(3/3)
엔터테인먼트디자인스튜디오(2/3)

스토리보드제작실습(2/3)



4. 시각디자인학과-시각정보디자인분야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관련 전공/학과 교수면담
선배와의 대화
자율적으로 운영

자격증

해외연수

공모전

TOEIC, TOFEL
인턴쉽

체험학습(캠프) 참가

전공 내 스터디모임
튜터링 제도
취업관련 특강
CDR관련 스터디모임

현장실습

외부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