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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패션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수준별 실기교육과 전공 트랙별 

현장실무형 맞춤교육을 통해 미래 4차산업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감각과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패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1학년

패션 기초소양과정

AI와 영상커뮤니케이션, 의복구성학, 패션트랜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복식디자인, 컴퓨터적사고, 디자인과 빅데이터

2학년

패션디자인창작 및 패션산업 입문과정

섬유재료학, 패션리테일과 빅데이터, 패션도식화실무, 패턴메이킹, 

디자인CAD, 복식사, 테크니컬패션디자인, 여성복디자인

3학년

패션산업실무 및 산학협동과정

니트웨어디자인, 패턴CAD, 스마트패션과 AI, 패션머천다이징,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남성복디자인, 패션마케팅, 드레이핑, 

패션디자인CAD

4학년

컬렉션창작 및 취업과정

비쥬얼머천다이징, 캡스톤디자인, 패션컬렉션, 패션소재기획, 

온라인쇼핑몰운영, 어패럴디자인, 의상프로젝트, 패션과3D

■패션디자인 분야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웨딩드레스, 소재, 니트, 

                           액세서리, 구두, 무대의상 디자이너 등

■어패럴제조 분야  패터너, 테크니션 디자이너, 모델리스트, 의류생산관리자

■머천다이징 분야   의류브랜드 MD, 유통업체 MD, 디스플레이어(VMD),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샵 매니저, 패션 바이어, 패션 소매점 운영자, 

                             텍스타일 컨버터

■스타일리스트 분야  패션 코디네이터,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패션홍보 분야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패션홍보회사, 패션잡지 에디터, 패션 광고 기획자

■이벤트 분야  패션쇼 프로듀서, 패션 이벤트 기획 담당자   

■교육 분야  중·고등학교 교사, 패션학원 운영 및 강사, 대학교수, 문화센터 강사

■패션산업 동문취업 현황
Doft & Duft 대표이사, 아이잗바바 상무, 꼼빠니아 디자인실장, 폴햄(POLHAM, 
에이션패션) 디자인 실장, ㈜E-land 디자이너, ㈜E-land MD, ㈜LG패션 헤지스 
디자이너, 형지어패럴 디자이너, 블랙야크 MD, 마모트 MD, 대학교수, 구찌, 
루이비통, 페라가모 판매 및 매장관리, 패션학원원장, 방과후교사 등

■산학협력회사 현장실습 및 인턴십 파견

㈜헌영상사, 정훈종패션스토리, ㈜디피앤케이, ㈜이랜드리테일 NC웨이브충장점, 

㈜코하스ID, 변지유뷰틱, ㈜더자연, 마크론슨, 최재훈웨딩, 코디앤데코, 

삐아체스포사웨딩, 스타일라인, 전병원양복점, ㈜엘리자베스 외

■1인 1공모전 지도로 각종 대회 수상실적 다수 보유

2019 청년 스타트업 어워즈 우수상수상

2019 한국의상디자인학회 넥타이공모전 특선 및 다수입선

2019 전국상품기획콘테스트 장려상 및 다수입선

2018 전주한지 문화 축제 코스튬 플레이 패션쇼 대상, 은상, 동상,

       최우수 단체상 수상

2018 파크랜드 크라우드 챌린지 공모전 우수상

2017 대한민국 패션대전 우수상, 특선

2017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주)영도벨벳 디자인공모전 금상, 특별상

■패턴제작/ 일러스트레이션/ 니트 디자인/ 브랜드 상품기획/ 

   핸드메이드 소잉 등 5개 동아리 운영

■교직학생 teaching 봉사실습,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재능기부 기관)

초,중,고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교육, Junior Fashion School 운영

■전국규모 국가 장학생 배출

2016 한국연구재단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생 김예림(2년간 장학금 지원)

2015 한국장학재단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생 김보민(2년간 장학금 지원)

2015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장학금 구찌(GUCCI) 장학생 박한울(1년간 등록금 지원)

■ 2019 한복 전문교육 지원사업 선정 (2019)

■ 고용노동부 -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2017, 2018)

■ 2014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선정(2014~2015년)

■ 호남대학교 최우수학과(1위) 선정 표창(2012)

■ 한국장학재단 ‘GUCCI 장학생’ 2회 배출(2014, 2015) - 비수도권 유일

입/학/상/담

■학과장ㅣ김지연 교수 (062) 940-3847
  •E–mail : jieyeon@honam.ac.kr 

■입학담당ㅣ장소영 교수 (062) 940-3845
  •E-mail : domee@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3849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윤점순 교수 패턴메이킹, 패턴캐드 (062) 940-3842

간문자 교수 복식디자인 (062) 940-3841

이숙희 교수 의류상품학, 복식디자인 (062) 940-3843

최경희 교수 패션디자인 (062) 940-3846

김지연 교수 패션마케팅 (062) 940-3847

안광숙 교수 패션디자인 (062) 940-3844

조은주 교수 서양복식사 (062) 940-3848

장소영 교수 의복구성학 (062) 940-3845

박신정 교수 의류소재, 의류환경학 (062) 940-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