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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대학생활과 전공의이해, 디자인제도, 색채학, 
디자인과빅데이터, AI영상커뮤니케이션, 사고와표현, 
인성함양과진로선택, 기초조형, 기초평면디자인,
AI프로그래밍의이해, 사회봉사

2학년

인간과 사회, 인쇄편집디자인실무,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론, 스케치기법, 창업문화상품디자인, 진로설계, 
디지털사진, 디자인기획, 캐릭터팬시디자인창업, 
삶과리터러시

3학년

AI융합캡스톤, 3D디자인Ⅱ, CIBI 디자인, AI스페이스디자인
디자인교과교육론,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재능나눔봉사, 
역량개발, 광고디자인Ⅰ, 스튜디오Ⅰ, 실내장식디자인, 
캡스톤디자인Ⅰ, 디자인교과논리및논술

4학년
그래픽디자인Ⅰ, 스튜디오Ⅱ, AI정보디자인, 캡스톤디자인Ⅱ, 
디자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학교현장실습, 서비스디자인, 
창업포트폴리오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정보화와 함께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서 시각융합디자인의 역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학과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통해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여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개성있고 창의
적인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각융합디자인학과
Dept. of Visual Convergence Design

#교육목표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강성곤 교수 공예디자인/ 제품디자인 010-4607-1990

김애숙 교수 섬유디자인/텍스타일디자인 010-3745-4061

김제중 교수 시각커뮤니케이션/광고디자인 010-3796-8265

송광철 교수 시각커뮤니케이션/일러스트레이션 010-3613-1585

오태원 교수 시각커뮤니케이션/ 3D디자인 010-6660-6678

유선웅 교수 시각커뮤니케이션/홍보 010-5339-5998

이재용 교수 제품디자인/ AI융합전공 010-4401-1032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3.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RIP) 선정 학과!

   4. AI융합대학 지원사업 선정 학과!

■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처할 호남대학교 시각융합디자인학과는 
   전국 최초로 개설된 학과로서 디자인의 중심인 보여지는 측면의 중요성, 

    즉 시각적 요소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디자인영역을 포함하는 융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의 중요성, 소비자 니즈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삶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재 양성과  

   취·창업을 향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졸업 후 진로

   - 시각융합디자인 : 출판디자인, 포장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

      레이터, 광고대행사(PD, AD), 광고제작사, CF감독 및 뮤직비디오 연출,  

      공공ㆍ환경디자인, 사인디자이너, 멀티미디어 제작 및 관리자, 인터넷

      방송, 이벤트전문가, 게임제작자, 케이블 방송제작자, PPT제작전문가, 

      기업제품디자인실, 아트디렉터, 전시디자인, 섬유회사, 도자제품

      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공방운영, 문화상품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텍스타일디자이너 등

   - 기타 : 교사, 교직원 및 공무원

 ■ 자격증 취득

- 중등교사 2급 정교사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컬러리스트기사, 산업기사

- 디자인관련 각종 자격증 등   

■ 대표적 취업사례(2022. 3.)

  - 재)익산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관광분야), 이상미/7급 공무원(주임) 합격

   - KBC광주방송 CG팀, 김민경 정규직 합격

■학과장ㅣ송광철 교수 (062) 940-3862
   • E-mail : rannari@hanmail.net
■입학담당ㅣ김애숙 교수 (062) 940-3865
   • E-mail : aesook2013@naver.com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 : (062) 940-5941

   호남대학교 시각융합디자인학과의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

입/학/상/담

1학년
연극개론, 무용실기, 화술, 영화개론, 사진영상,
미디어입문

2학년
연기, 조명과음향, 가창실습, 연극교수학습방법, 연극사, 
디지털영상제작, 영화분석과비평, 미디어콘텐츠론, 
스토리보드제작, 영화교수학습방법

3학년

미디어스토리텔링, 뮤지컬기초, 연극연출, 창작연극워크샵, 
극작, 무대와영상, 연극교육론,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영상연출, 영상촬영워크샵, 
영화교육론, 영화교육프로그램개발, 연극영화교과교육론

4학년
연극제작, 미디어콘텐츠제작, 뮤지컬제작,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상제작기획, 
영화제작실습, 영상연출과연기, 학교현장실습

■학과장ㅣ최영화 교수 010-8606-6000,   E–mail : 61017@honam.ac.kr 

■입학담당ㅣ고호빈 교수 (062) 940-3810,  E-mail : kkohoh@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41

진로 및 취업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미디어영상공연학과
Dept. of Theatre & Film

#교육목표

연극뮤지컬음악전공
미디어영화영상제작전공

20세기 연극영화를 뛰어넘는 21세기 미디어문화콘텐츠산업 패러
다임!! 1996년 광주 유일의 연극영화학과로 출범하여 예술문화의 
다매체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학과로 진화했다. 특히 2013년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시행,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워라벨 
생활 트렌드 등 미래가 요구하는 비전학과로 거듭났다. 단순한 
예술자가 아니다. 융합복합문화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미디어
시대의 최강자!

■ 공통 

 연극영화 교사 (교직) 및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 연극 뮤지컬
 미디어 엔터테이너, 뮤지컬 연출, 뮤지컬 작곡, 뮤지컬 연기, 뮤지컬 

 안무,  뮤지컬 기술스탭, 공연기획, 연극 연출, 연극배우, 공연 조명, 

 공연 음향,  분장, 의상, 공연 기술스탭, 영화배우, TV탤런트, 모델,  

 아나운서, 리포터, 무대 디자인, 무대 미술, 무대 제작, 연극교사,  

 랄랄라스쿨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 영상전공
 미디어크리에이터, 영화, PD, 영화감독, 영화 카메라맨, 영화조명,  

 영화편집, 영화기술스탭, 시나리오작가, 영화콘티작가, TV PD, VJ, 

 TV 카메라맨, 방송구성작가, 드라마작가, NLE편집, 방송기술스텝,   

 광고(CF) 및 홍보 PD, CF촬영, CF기술스탭, 사진 2D애니메이션,  

 3D애니메이션  Motion Graphics, Digital 영상효과(VFX), 사운드 

 디자인, 음향효과, 웹 디자이너, 영상교사

호남대학교는 

•   문화예술교육사 공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역
   거점대학교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 광주·전남 :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전국 10개 대학교

※ 모든 국공립문화시설 및 교육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배치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  미디어시대에 최적화돤 학과로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연극, 영화분야)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  연극영화 교직과정 설치학과

•  연극, 뮤지컬(특성화), TV, 영화, 축제이벤트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획, 연출, 무대/영상 관련 스탭 (디자이너, 촬영, 편집), 연기자를 

   양성하는 학과

•  4K HD영상제작시스템을 완비한 첨단 교육환경으로 전국 영상 제작  
  관련학과 중 극소수만 보유한 RED 카메라를 

  도입함으로써 4K HD work flow를 완성

•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 있으며 광주문화재단과 

   문화산업관련 MOU(업무협약) 체결

•  교과부 지정 대학주도 방과 후 학교
   ‘랄랄라스쿨’ 프로그램 참여학과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복환모 교수   미디어기획, 광고, 영화 (062) 940-3812

고호빈 교수   영화, 미디어제작 (062) 940-3810

최영화 교수   연극, 연출, 연기 (062) 940-3813

고용한 교수 뮤지컬, 무대기술, 기획, 제작 (062) 94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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