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내디자인학과-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실내코디네이츠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 및 실내코디네이츠CDR’은 실내디자인관련 직업군중 근간에 주목받는 디스플레이.전시디자
이너 및 실내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실내디자인전공 졸업시 디자이너로서 전시디자인사무소, 디
스플레이회사, 실내코디네이츠 회사 및 실내데코레이션회사, 실내영화및방송세트관련디자이너, 백화점인테리어및
디스플레이부서, 대기업 홍보부서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앞서 열거한 다양한 디스플레이.전시디자이너 및 실내코디네이터분야 등에서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전시디자인사무소, 디스플레이회사, 실내코디네이츠 회사 및 실내데코레이션회사, 실내영화및방송세트관련디자이
너, 백화점인테리어및디스플레이부서, 대기업 홍보부서



수요예측

현  황

2. 실내디자인학과-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실내코디네이츠 CDR 직업수요분석

현재 국내 전시관련 산업은 박물관전시, 기업홍보관, COEX등의 대규모 전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페어, 상점 
및 백화점 디스플레이 그리고 실내코디네이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세계 10위권 전시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해 전시산업의 생산규모와 
GDP, 고용 수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 등 주요 전시공간을 각각 두배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유망산업의 하나로 알려진 전시산업은 해외의 경우에도 더욱 전시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 독일 전시산업의 경우 정보, 호텔, 음식료품, 여행 및 관광, 항공운송, 인쇄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
총생산(GDP)의 1%를 웃돌(건설업 규모와 대등할) 정도이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4190103)



3. 실내디자인학과-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실내코디네이츠 CDR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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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제도(2/3)
기초실내디자인I(2/3)
디자인론(2/2)

기초실내디자인I(2/3)

기초실내디자인Ⅱ(2/3)실내색채디자인(2/3)
기초실내디자인Ⅱ(2/3)
실내건축제도(2/3)
기초디자인(2/3)

주거공간디자인(2/3)
형태및재료실습(2/3)
표현기법(2/3)
2D CAD(2/3)
디스플레이(2/3)
인간공학(2/2)

주거공간디자인(2/3)
디스플레이(2/3)

가구디자인(2/3)상업공간디자인(PBL)(2/3)
3D CAD (2/3)Ⅰ
한국건축과실내(2/2)
건축조형실습(2/3)
실내코디네이트(2/3)
그래픽디자인(2/3)

상업공간디자인(PBL)(2/3)
실내코디네이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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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학(2/2)
업무공간디자인(2/3)
3D CAD (2/3)Ⅱ
조명디자인(2/3)
서양건축과실내(고대-빅토리아)(2/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3/3)

브랜드디자인마케팅(2/2)업무공간디자인(2/3)
조명디자인(2/3)

실내디자인Ⅱ스튜디오(캡스톤디자
실내디자인Ⅰ스튜디오(캡스톤디자
시공및재료(2/2)
실내디자인Ⅰ세미나(캡스톤디자인
실내디자인Ⅱ세미나(캡스톤디자인
가구디자인Ⅰ(2/3)
전공과취업Ⅱ(실내디자인)(1/1)

실내디자인Ⅰ세미나(캡스톤디자인
실내디자인Ⅱ세미나(캡스톤디자인

실내디자인Ⅰ프리젠테이션(2/3)
실내디자인Ⅱ프리젠테이션(2/3)

실내디자인Ⅰ프리젠테이션(2/3)
실내디자인Ⅱ프리젠테이션(2/3)
디자인마케팅(2/2)
포트폴리오(2/2)
실내디자인인턴십(2/2)
가구디자인Ⅱ(2/3)

환경디자인(캡스톤디자인)(2/3)
문화공간디자인(2/3)
기초가구디자인(2/3)
서양건축과실내(모던-현대)(2/2)
실내환경설비와법규(2/2)
전공과취업Ⅰ(실내디자인)(1/1)
디자인.공예교과교재및연구법(3/3
디자인.공예교과논리및논술(2/2)

환경디자인(캡스톤디자인)(2/3)
문화공간디자인(2/3)

전시환경디자인(캡스톤디자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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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념과원리(3/3)
중급영어회화(2/2)
시사영어(2/2)

스크린영어(2/2)
디자인현장답사(3/3)
리빙디자인의현재와미래(3/3)
고급영어회화(2/2)



4. 실내디자인학과-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실내코디네이츠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인턴쉽_전시디자인사무소, 디스플레이회사,
실내코디네이츠 회사 및 실내데코레이션회사

랜더동아리

공모전 참여_한국디스플레이협회 주최 디스플레이
공모전, KOSID생활디자인대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