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내디자인학과-실내디자인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실내디자인CDR'은 실내디자인관련 직업군중 가장 핵심이 되는 실내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실내디
자인전공 졸업시 실내디자이너로서 실내디자인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를 위
한 실내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실내디자인관련분야에서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함이
다.

실내디자인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가구디자인업체, 기업 영선관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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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디자인학과-실내디자인 CDR 직업수요분석

현재 국내 실내디자인업계는 서울에 1700여개(법인기준)전국규모로 3400여개(법인기준)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실내디자인사무실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 대기업 등에서도 실내디자인 관련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국내 인테리어관련 산업은 큰 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규모 홈인테리어의 경우 연 10조 규모 그리고 
상업공간의 경우 연 5조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예측되고 있다.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미래시장으로 예측받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건자재.실내인테리어 시장이 지속 성장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건축.인테리어 산업의 총생산액은 연각 20% 가까
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실내인테리어 산업의 총생산액은 연평균 3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3. 실내디자인학과-실내디자인 CDR 교육과정

실내디자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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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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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제도(2/3)
기초실내디자인I(2/3)
디자인론(2/2)

기초실내디자인I(2/3)

기초실내디자인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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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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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디자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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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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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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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년

4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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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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공간디자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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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디자인Ⅱ스튜디오(캡스톤디자
실내디자인Ⅰ스튜디오(캡스톤디자
실내디자인Ⅰ세미나(캡스톤디자인
실내디자인Ⅱ세미나(캡스톤디자인
가구디자인Ⅰ(2/3)

실내디자인Ⅰ프리젠테이션(2/3)
실내디자인Ⅱ프리젠테이션(2/3)
가구디자인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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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간디자인(2/3)
기초가구디자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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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19/20

실무영어(3/3)
주거와디자인(3/3)
세계의실내디자인(3/3)
중급영어회화(2/2)
시사영어(2/2)

스크린영어(2/2)
고급영어회화(2/2)



4. 실내디자인학과-실내디자인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인턴쉽_실내디자인회사,건설회사,건축설계사무소

캐드동아리

해비타트 봉사 (www.habitat.or.kr).
공모전참여_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
KOSID인테리어디자인대전,
공간국제실내건축학생공모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