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디자인학과

김경하(10학번)

HUMAN ENVIRONMENT & DESIGN
패션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정보디자인, UX디자인 등…
요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 생활디자인학과는 무엇을 하는 학과일까요?
종종 미대가 아닌데 디자인을 하냐는 질문과, 학과 이름만으로 생활용품을 디자인하는 학과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의류환경학과와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답니다.
의류환경학과에서는 의류의 생산, 유통, 관리에 대해 배운다면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생활디자인학과는 오늘날 복잡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활, 문화를 디자인의 시각에

이제는 제품의 기획과 생산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생활문화를

기반하여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디자인 크리에이터(design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reator)를 키우고자 합니다.

어제에는 단순히 필요한 기능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이를 위해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 조형과 디자인 이론,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제시하는

전문디자인 지식, 통합디자인 기획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것이죠.

있습니다.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 예술을 즐기며,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상력과

제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카페를 기획한다고 해볼까요? 카페의

창의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답니다.

로고, 간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실내에서의 체험적 요소를

다른 학교의 비슷한 학과와 달리 제품, 패션, 시각 디자인 분야에

기획하고, 이에 따른 가구, 제품, 패션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할

해당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서 폭넓은

많은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통일감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전공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과목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통합적 디자인 방법으로

수강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더 배워갈 것인지 결정할 수

전하려면 디자인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이해와 자기 철학이

있고, 실무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활과학대학에서 통합적 시각을 가진 디자이너를 길러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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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생활디자인학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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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술이나 디자인 교육을 전혀 받은 적 없는데 괜찮은가요?
생활디자인학과는 생활과학대학의 다른 학과들과 같이 문·이과
학생들을 절반씩 선발하므로 선행되는 미술 교육을 필요로 하지

패션트렌드기획, 패션액세서리디자인 등이 있고, 제품디자인에는
제품디자인기초, 가구디자인, 생활용품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디자인에는 타이포그라피, 비주얼커뮤니케이션, 광고디자인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이 실질적인 실습 경험 없이
입학합니다.
물론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과목이 많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다면

졸업 후 진로

도움이 되겠지만 수업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기

교육계, 연구소, 디자인업체(UX디자이너, 서비스전략디자이너,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패션디자이너, MD,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디스플레

의류환경학과와 생활디자인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어, 비주얼머천다이저), 전공관련 언론매체(디자인전문기자, PD,

의류환경학과는 의류산업과 상품기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정보디자이너) 등

기반으로 한 디자인 기획과 실습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의류산업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의류환경학과를,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폭넓고 통합적인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면
생활디자인학과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Plus +
저는 어려서부터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미술을 하기 위해 인문계 공부를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고 싶지만 고2 때까지 실기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입시 미술’이라는 것을 배워야

획일적인 미술 입시 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되는 현실이 싫기도 했어요.

디자이너의 길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디자인학과의 장점은 실기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없이도 입학할
수 있고, 교양수업이나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으면서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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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면, 생활디자인학과는 패션디자인교육을

반드시 그림 그리는 기술이 좋아야만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대를 가는 것 외에도 디자이너가 될 방법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디자인학과는 딱

조금 약한 부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학생을 위한 곳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의 장점은 그저 디자인 기술자가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아닌 인문학 지식과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이자 기획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디자인 기초 과목으로는 관찰과 표현, 상상과 표현, 색채조형,

교류로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디자인요소와 소재, 사용자경험과 디자인, 디자인기획,

것도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패션일러스트레이션, 2D/3D 디지털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 후

만약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디자인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전공 선택에는 디자인사와 트렌드에 관한 이론 과목부터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합디자인 과목, 제품·패션·시각 디자인 과목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에는 패션디자인기초,

YONSEI All-Ways+ I 연세인이 들려주는 전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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