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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계원예술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 디자인 교육 특성화대학으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VISION 2020 ‘창
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를 선포합니다. 창조적인 문화산업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스튜디오 기
반의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며, 교육의 수월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키기 위하여 PDCA 기반의 CQI 제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3H(Heart + Hand + Head)를 갖춘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5계열 16학과의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2020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VISION 2020을 향한 계원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AIAS 등 독립 예술 디자인대학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세계적인 예술 디자인 어워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 합니다.

대학 비전
Kaywon vision 2020

총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Creative Epicenter Kaywon

대학 비전 KAYWON VISION 2020
설립 이념 Our Founding Philosophy

비전 Vision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예술에 대한 고등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Provide the very best truth-based, Christian-centered,
higher-level arts education.

사명 Our Mission
예술 디자인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하는 교육을 통해 창조적 문화산업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한다.

계원예술대학교는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로서, 전 세계를 향한 문화의 발신지로서 모두가 행
복해지는 대학,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

Train leaders in the Creative Industry Sector through
an education based on imagination, creativity, and
technology.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as declared its Vision 2020 towards becoming a
Creative Epicenter specializing in art and design education.
The foundation of Vision 2020 is based upon several guiding principles. We initiated a

교육목표 Our Educational Goals

new curriculum within the 16 departments of our 5 academic disciplines towards creating
individuals equipped with the 3H Principle (Heart + Hand + Head). The CQI Principle

교육이념 Our Philosophy of Education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fuses a studio-based education in art, design, and

예술 + 디자인 + 과학기술 융합교육

인재상 Our Philosophy of Talent

technology with working-level skills development through joint collaborations with

Fusion of art, design, and technology education.

감성 + 지성 + 실천력을 갖춘 인재

industry leaders. This combined academic-industrial curriculum will allow students to learn

Develop outstanding individuals equipped with
sensitivity (Heart), intellect (Head), and the power of
execution (Hand), the 3H Principle.

and practice our PDCA Principle (Plan-Do-Check-Action) while becoming future leaders in
creative industry.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will also form positive and lasting affiliations with

창조적 문화산업의 리더 양성

other institutions and their member bod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ster future leaders
of creative industry

Independent Art Schools (AIAS), so that we can share our approach with others around the
globe.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will endeavor to better the world as a Creative
Epicenter founded on Vision 2020.

3대 특성화 전략 3 Specialization Strategies
STRATEGY 1

이남식 Lee, Nam Sik, Ph.D.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총장 President

STRATEGY 2

STRATEGY 3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

지속적 교육 수월성

세계적 인지도

Creative Art and
Design Education

Provide Consistent
Excellence in Education

Global
Awareness

- 융합형 교육

- 실무 자문 위원단 제도 구축

- 국제독립예술대학연합 AIAS 교류

- 스튜디오 중심 교육

- PDCA 기반의 CQI 제도 구축

- 국제 Art & Design Award 수상

- 산학협력 중심 교육

- NCS 기반의 직무능력 강화

- 워크숍 교류확대

- 창조산업 역량 배양 교육

- 산학협력 확대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 Studio-based Education
-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based Education
- Cultivating students' dexterity
and versatility for creative industry

- Establish a Professional Advisory
Board System
- Execute both the CQI and PDCA Principles
- Educat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based job skills
- Expand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s

- Enhance exchanges with AIAS
member institutions
- Win awards at renowned
arts &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s
- Promote workshop exchanges
world-wide

찾아오시는 길
GETTING TO
KAYWON

CAMPUS MAP

1 - 13

A-H

1 - 13

A-H

1 정문

A 평생교육관 앞 - 본관 앞

1 Main Entrance

2 조형관(예비군대대)

B 본관 앞 - 운동장 앞

A Continuing Education Building Main Building

3 정보관

C 운동장 앞 - 학생식당 앞 -

2 Fine Art Information Building
(Reserve Forces Battalion)

디자인관 입구

(사진실, 정보시스템실, 도서관)

4 야외극장

D 학생식당 앞 - 정문 앞

5 디자인관(목공제작실, 금속제작실,

E 예술관 후문 앞 - 정문 앞 -

영상제작실, 창작공방)

야외 작업장 앞

6 학생식당(매점, 화방)

F 정보관 지하주차장 앞 - 정문 앞 조형관 앞

7 우경예술관

G 금속제작실 앞 - 야외 작업장 앞 -

8 농구장

정보관 앞

9 운동장

H 정보관, 디자인관 구름다리

10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11 평생교육관(학생처, 상담실,
취업진로지원센터, 카페, 총학생회)

12 본관(대학본부)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13 우경산방

건물현관 콜서비스 (학생처)
스쿨버스 승강장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
도움이 필요한 구간

3 Information Building
(Photography Room,
Information System Room,
Library)
4 Open-Air Theater
5 Design Building
(Woodworking Studio,
Metal Fabrication Studio,
Image Production Room,
Workshop)
6 Cafeteria (Kiosk, Atelier)
7 Wookyung Art Theater
8 Basketball Court
9 Playground
10 Parking Lot
11 Continuing Education Building
(Student Affairs Office,
Counseling Room, Career
Center, Café, Student Council)

B Main Building - Playground
C Playground - Cafeteria - Design
Building
D Cafeteria - Main Entrance
E Behind Wookyung Art Theater Main Entrance - Open-Air
Workshop
F Underground Parking Lot of
Information Building - Main
Entrance - Fine Art Information
Building
G Metal Fabrication Studio Open-Air Workshop Information Building
H Overpass Connecting
Information Building and Design
Building

12 Main Building
(Kaywon Headquarters)
13 Wookyungsanbang

Facilities for Disabled
Elevators for the Disabled
Restrooms for the Disabled
Call service at building entrances
(Student Affairs Office)
School bus stops
Fully accessible areas
Non fully accessible areas

Where is Kaywon?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서 군포방향 4번 출구로 나오시면 15분
서울 / 사당역
Seoul / Sadang Sta.

간격으로 계원예술대학교의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셔틀버스로 학교까지
서울 / 서초
Seoul / Seocho

서울 / 신림
Seoul / Sillim

서울 / 양재
Seoul / Yangjae
안양
Anyang

셔틀승차
Shuttle Bus

산본
Sanbon

4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Indeokwon Sta.(Gate 4)
롯데마트
Lotte Mart

판교
Pangyo
수원
Suwon

는 10분 거리이다.

Kaywon is located in the city of Uiwang, in the province of
Gyeonggi-do, about a forty-minute drive south from the center
of Seoul. From Indeogwon subway station, Exit 4, Seoul Metro
Line #4, it takes about seven minutes to arrive at campus via
buses provided by the school. Numerous city and suburban bus
connections are also available.

By Bus
서울 Seoul : 1-1번, 540번, 441번, 502번, 777번
안양 Anyang : 6번 (마을버스), 51번, 1-5번, 60번
수원 Suwon : 777번

군포
Gunpo

분당 Bundang : 3330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성남 Seongnam : 333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구리 Guri : 1650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내손동) 우. 437-712

T. 1899-5823
F. 031-424-7509

66 Kaywondaehangno (Naeson-dong), Uiwang-si,
Gyeonggi-do, Korea Zip Code. 437-712
T. +82-1899-5823 / F. +82-31-424-7509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will develop new paradigms in the world of design
and the plastic art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that foster the development of multitalented experts in an age of globalization.
국제독립미술대학연합 회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AIAS)
Nation

AIAS Members

Australia

National Art School Sydney

China

Huangzhou Normal University
Tianjin Academy of Fine Arts (TAFA)

Germany

Institut für Medienforschung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s

Japan

Hokkaido College of Art & Design, Bisen
Toyo Institute of Art and Design

Korea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Switzerland

Haute École d’Art et de Design de Geneve
Zürcher Hochschule der Künste
AKI, ArtEZ acadey of fine arts Enschede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The Netherlands
Poland

E. Geppert Academy of Art and Design

U.S.A.

Columbus College of Art & Design
School of Art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Visual Arts

Turkey

Marmara University Faculty of Fine Arts

해외 자매대학 현황 Overseas University Partners
Nation

Partner

U.S.A.

School of Visual Arts

Finland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U.K.

The Glasgow School of Art
University of Dundee, Duncan of Jordanstone College of Art and Design
Kingston University
Edinburgh College of Art
Northumbria University
Anglia Ruskin University
Arts University Bournemouth
Coventry University
Nottingham Trent University

Australia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Canada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France

Ecole Nationale d'Arts de Paris-Cergy, France

Japan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Philippines

DON HONORIO Ventura Technological State University

Malaysia

Nilai College
Limkokwing Institute of Creative Technology
Tianjin Academy of Fine Arts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Jilim University Art College

China

도서관 Kaywon Art & Design Library

예술공학연구소 Institute of Art & Technology

학문연구의 전당인 계원예술대학교 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특화된 예

예술공학연구소는 컴퓨터와 영상장비 등 첨단 기자재를 체계적으로 갖추

술 디자인 도서관으로 예술과 디자인 관련 정보자료 제공을 통해 교수와

고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외부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

창조적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생의 연구 및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 국내외에

행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지원, 그리고 산학협동을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뉴

사고와 외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교육원은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분산되어 있는 예술분야(미술,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사진 등)의 콘텐츠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동연구로 산업기술혁신

과 어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를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

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연구 수행에 학생참여를 권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

지원합니다. 또한 세계 유명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으로 특성화된 예술도서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관련 산업분야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he Kaywon Art & Design Library is the best proprietary art &
design library in Korea. It allows students and faculty to focus
on their studies and research activities by providing specific
resources in the fields of fine arts, design, architecture, and
photography.

디자인/조형예술 관련 특별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교원들에게

Global mindsets and a background in foreign languages are
both necessary for students who want to become leaders
in tomorrow’s creative industries. The Kayw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assists them in developing such
expertise through a wide range of globalization and language
programs. It also gives them a chance to gain experience and
knowledge through exchanges at world-renowned educational
institutions.

정보시스템실 Information System Center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진보적 실용기술 교육에 근간을 둔 계원의 개교이
념에 따라 설립된 정보시스템실은 최신 컴퓨터와 각종 첨단 교육기자재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의 컴퓨터 관련 수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부속장비,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교내 컴퓨터의 기술지원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The Information System Center has established to fulfill of
our education philosophy for advanced practical education. It
boasts a wide range of state-of-the-art computer systems, the
latest versions of software for all departments, and ancillary
educational equipment. It offers students and faculty a
complete array of technical and network solutions to ensure
that their work can be carried out without interruption,
throughout the entire campus.

는 연구활동 교류기회를,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quipped with a wide range of advance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and imagery devices, the Institute of Art and
Technology carries out research, offers educational support,
and participates in collaborative academic-industrial projects.
It also studies industrial innovations produced between new
media technologies and the world of design. It encourages
student participation in all its research efforts, both as a means
of raising their educational standards and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well-qualified human resources for industries
requiring such skills. In addition, it offers a wide range of
training sessions, seminars, and workshops in such fields as
computer technologies, design, and art. Its ultimate goal is to
strengthen the practical and academic skills of the school's
faculty members and student body.

1989년 11월에 준공된 우경예술관은 1,200석 규모의 객석과 조명, 영상
및 음향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연, 영화상
영 등 각종 교내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전문 공연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
라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학습법 개발을 통하여 교수능력 향상과 재학생
의 학습능력을 신장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생
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인문교양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생

The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enhances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methodologies for faculty member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efficient learning strategies for
students. It offers courses in the liberal arts, and provides students
with counseling services to help them adjust to academic life.
Numerous activities and programs are hosted in the adjacent Jacobins
Book Cafe student center. The Art Therapy Lab offers academic advice,
confidence-building workshops, and other student support services.

학보사 Kaywon Journal

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The goal of The Workshop Studios is to function as a forward-thinking and experimental
a Photography Studio, Woodworking Shop, Metalworking Shop, Image Production Suite,
Creation Workshop, Printmaking Studio, Sound Lab, and a Culinary Studio. Students can
each department.

과 졸업생에게 각종 취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박
람회, 취업경진대회와 같은 취업활성화 행사를 주관, 취업통계조사, 취업
자관리, 취업정보제공, 기업채용설명회, 학생과 기업의 잡매칭을 지원하
고 취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Career Center provides undergraduates with a wide array
of employment-related data and information to support their
job-seeking activities. They include job fairs and simulated
employment competitions. The center also provides
employment statistics, recruitment data, and other jobmatching services for both students and businesses.

활적응 등을 위한 심리 상담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생
지원시설인 북카페 자코뱅(The Book Cafe-Jacobins)은 인문교양 아카이

체험을 통하여 자아 신뢰감과 정서안정에 필요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력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널리 대학을 홍보하고 정보교환의 역할을 수

우경예술관

작실, 금속제작실, 영상제작실, 창작공방, 판화실, 사운드랩, 키친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별 전문

취업진로지원센터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학생

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올바른 학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

The Kaywon Journal is the school’s student newspaper. Its goals
include strengthening the students’ passion for studying and
creativity, developing a sound and respectful academic culture,
and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similar
institutions.

실습실은 수업 및 작품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창작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진실, 목공제

acquire skills and information specific to their projects by consulting advisory panels in

로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미술치료

학보사는 계원학보 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구열과 창작의욕을 드높이

실습실 Workshop Studios

creation center that facilitates cooperation for faculty and students. Its facilities include

취업진로지원센터 Career Center

결합된 공간입니다. 미술치료상담실(Art Therapy Lab)에서는 학업 및 진

The Wookyung Art Theater seats 1,200 people and offers stateof-the-art lighting, projection, and sound equipment. It hosts a
wide variety of campus events, such as performing arts and film
screenings, as well as being an open-access facility for the local
community.

도서관

Kayw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브로서 기존의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학습과 토론, 휴식이

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경예술관 Wookyung Art Theater

국제교육원

실습실
Workshop
Studios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속기관 ANCILLARY FACILITIES

갤러리 27
Gallery 27

계원예술대학교는 세계 유수 대학과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로서

부속·부설기관
ANCILLARY AND
AFFILIATED FACILITIES

세계속의 계원
GLOBAL KAYWON

AIAS / 해외 자매결연 대학 AIAS / OVERSEAS UNIVERSITY AFFILIATIONS

부설기관 AFFILIATED FACILITIES

갤러리 27 GALLERY 27
갤러리27은 경기도 공식 사립미술관으로서 교수, 학생, 그리고 시민들에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작가나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이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Gallery 27 is a private on-campus art gallery approv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This
gallery provides professors, students, and local citizens various opportunities to appreciate
art and culture. Its mandate is to provide artistic experiences to those striving to become

평생교육원 Continuing Education Center - SooSinJae

산학협력단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외의 수업, 즉 디자인 툴, 교양, 자격

산·관·학·연 간의 협력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기술지원, 인적

증 등의 수업을 운영하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류,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

또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방함으로써 평등한 교

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급변하는 산

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기술의 교육과정 반영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Th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offers classes outside the
regular curriculum in such areas as design tools, the liberal arts,
and certificate programs. It also provides local residents with a
wide array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위한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창업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생교육원

artists and designers.

산학협력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goal of the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is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Korean businesses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is is done through
technological assistance, personnel and information exchanges,
and R&D built around industr y-government-academic
collaboration.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진실

금속제작실

판화실

갤러리 27 - 대학미술관

ARTSEXPERIMENT

학사 제도

UndergrADUATE
PROGRAMS

COMMUNICATIONDREAM

MEDIA &
TECHNOLOGYTALK

LIFESTYLEJOY

SPACEHUMAN

계원예술대학교의 학사제도는 전공 특성화에 입각한 학제로, 운영의 효울

Arts 계열은 사진예술과, 순수미술과, 융합예술과로 구성된다. 본 계열은 시각예술

Communication 계열은 광고·브랜드디자인과와 시각디자인과로 구성된다. 본 계

Media & Technology 계열은 게임미디어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

Lifestyle 계열은 리빙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화훼디자인과로 구성된다. 본 계열

Space 계열은 건축디자인과, 공간연출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전시디자인과로 구성

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계열 16학과로 운영된다.

의 전통적인 장르인 회화, 조각 외에도 사진, 영상, 컴퓨터, 미디어, 사운드, 퍼포먼

열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시각적 사고와 표현을 학습하고, 다양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과, 애니메이션과로 구성된다. 본 계열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은 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도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된다. 본 계열은 건축 실내외 공간, 전시 공간연출 등 다원적 공간의 구축능력 배양은

Kaywon’s 16 departments within 5 academic disciplines are
designed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management of
undergraduate programs.

스, 인문학 등과 같은 복합적인 분야들을 포함하며, 각 학과는 전공과목들의 전문적

가치와 개념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미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교육을 하며, 디자인과 과학기술의 융합교육과 산업체 수요

환경에 내포되어 있는 무한한 현상을 디자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창조적이며 실험적

물론 디자인 이론, 타 장르의 예술분야, 과학기술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디자인의 사

인 교육과 더불어 학과 상호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통적인 조형예술과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열 공통 과정과 전공 별 역량 강화를 통해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미래의 미디어 산업을 담당할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한다.

인 디자인을 경험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라

회문화적/인문학적 접근, 논리적 디자인 사고의 함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다양한 공

동시대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과 유연성을 갖게 한다.

심화 과정을 통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디자이너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교육한다.

The Media and Technology academic discipline addresses the problem

이프스타일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시키고, 이론과 실무가 균형적으로 조

간의 심미적 경험과 효율적인 구축환경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The Arts academic discipline consists of the Photographic Art

Communication means so much more than just verbal skills. With that

of how to combine efficiency and aesthetics within the area of

화 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도전적 실험정신을 함양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 해석 능력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소통과정을 이해하고

Department, the Fine Art Department, and the Intermedia Art

in mind, the Communication academic discipline is based on other

information of desig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curriculum focuses

The goal of the Lifestyle academic discipline is to produce graduates

역사와 문화, 정보와 소통 등을 체계화, 공간화 하는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Department. Its programs include photography, moving images,

senses such as what we see, feel, and imagine. Its goal is to train creative

on the needs of the business community, and trains people who will

who are capable of producing creative and experimental designs

The Space academic discipline cultivates students’ abilities to build

computer studies, media, sound, performance, humanities, painting,

and professional designers who can bring about changes in society

graduate with practical expertise in all sectors of the media industry.

stemming from values and initiatives within the living environment.

multipurpose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dramatic display, and

and sculpture. Each department enables students to increase their

within the contexts of new concepts and values. This department is sub-

It consists of the Game Media, Digital Media Design, Animation, and

Students gain experience and expertise through a well-balanced

exhibition space creations.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social,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traditional plastic arts through

divided into the Advertising and Brand Design Department and the

Moving Image Design Departments.

fusion of theory and practice. Areas of focus include: observing users’

cultural, and humanistic approaches to design. The need for logical

professional training while offering an organic interdisciplinary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both offering foundation

environments, understanding behavioral changes in people within a

thinking is also stressed through a study of design theories and an

approach common to the contemporary art scene. This is done by

and concentration level courses.

social and cultur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nd problem-solving.

examination of other genres in the arts, science, and technology. It

The discipline consists of the Living Design, Industrial Design, and Floral

consists of the Departments of Architectural Design, Dramatic Space

Design Departments.

Creation,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and Display and Exhibition

5계열 16학과

5 Academic
Disciplines
and
16 Departments

게임미디어 Game Media

means of training and networking among the departments.

3년제 학과 / 3-year course

게임미디어과는 게임 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까지 게임 제작에 필요한 전 내용을 학습한다. 창의

광고·브랜드디자인 Advertising & Brand Design

적 게임 설계, 프로토타입 게임 시현을 위한 스크립트, 게임 제작 프로젝트, 게임 트렌드에 기초한

사진예술 Photographic Art

광고·브랜드디자인과는 광고와 브랜딩 영역에 있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

인터페이스의 설계 등을 통해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한다. 또한 캐릭터 디자인, 3D 애니메이션, 게

사진예술과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예술 감각을 개발하며 실용적 능력

기 위하여 인문기반의 창조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맥락적인 관점에서 발견하는

임 배경, 게임 그래픽 표현기법 등의 그래픽 전문 지식을 배우며 실무와 결합된 프로젝트를 수행함

과 창조적 감성을 갖춘 사진예술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촬영, 현상, 인화 등 사진의 기본 프

교육을 우선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고, 시각 기반의 디자인 원리 표

으로써 향후 게임 산업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인 게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로세스를 익히고 사진표현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와 다른 예술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사

현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것을 학습한다.

진가의 주관성과 표현영역 확장에 관한 교육을 한다.

The Advertising & Brand Design Department prioritizes the cultivation of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reative yet analytic thinking based on the humanities, all
within specified frameworks. This allows graduating design practitioners to adjust
readily within a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in the areas of advertising and
branding. Our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work comfortably within and for a
variety of media outlets, as well as how to produce and communicate a broad range
of values through the use of basic visual design principles.

Students in the Game Media Department learn the entire spectrum of game
production from planning to programming to design. The curriculum includes
writing scripts for prototype games, game production projects, and game interface
designs based on current gaming trends. Hands-on projects have been designed
to help students gain experience in such areas as character design, 3-D animation,
backgrounds, and presentation techniques. Our goal is to train game media experts
who will someday play key roles in the industry.

The Photographic Art Department aims to develop students’ creative sensibilities,
aesthetic awareness, and professional capabilities through a rigorous combination
of the arts and sciences to produce graduates with an excellent grounding in both
practice and theory. Elementary photographic processes such as taking, developing,
and printing photos develop alongside critical awareness of the aesthetics of
photography. Students expand the realms of their work and formulate artistic
uniqueness as photography is amalgamated with other art forms.

디지털미디어디자인 Digital Media Design

시각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는 디자인, 과학기술, 미디어의 융합 분야이다. 교육목표는 디자인과 과학

순수미술 Fine Art

시각디자인과는 사회와 소통하는 포괄적인 시각 기반의 디자인 원리와 표현을 통해 유연한 개념

기술의 융합교육과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창조적인 문화콘

순수미술과는 개인의 관심을 시각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술 분

과 메시지를 생산하는 분야이다. 본 학과의 교육 목표는 창조적인 타입과 이미지 레이아웃을 통

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학과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사운드, 디자인 등의 다양

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표현의 방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한 다양한 매체로의 확장을 다루며, 그래픽디자인 융합교육과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과 과정을

한 콘텐츠를 핵심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로 기획하고, 제작, 편집 및 응용할 수 있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실기수업은 아날로그적 방식뿐 아니라 컴퓨터 등 첨단테크놀로

통해 개념과 가치 생산, 소통과 협업, 비평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지를 응용하여 진행된다. 심화학습에서는 일대일 지도를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각자

데 있다.

의 비전과 목표를 설계하여 다양한 미술, 디자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engages in producing concepts and
messages through a wide range of visual design principles and representations that
aid in communicating within society. The goal is to train designers with expertise
in conceptualizing, value creation,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via curriculum that focuses on the needs of the business
community.

The Digital Media Design Department combines design with technology and media.
It facilitates the production of creative cultural content within the digital media
industry by combining the strengths of design, science, and technology to form a
curriculum that focuses on the needs of the business community. Merging a wide
variety of content (including text, images, video, sound, and design) with key IT
technologies, the coursework produces talented people with the confidence and
ability to plan and produce all forms of new digital media.

The goal of the Fine Art Department is to enable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in visual arts. Its practical training classes support their creativity in a wide variety
of genres so that when they graduate, they will be equipped with well-rounded
expertise in many traditional methodologies and digital technologies. This allows
student-artists to overcome obstacles through the expression of ideas. Students are
encouraged to prepare the groundwork for advancing into a broad range of areas
in design and the fine arts by planning their program and goals in advance, and
seeking one-on-one guidance as the progress into more in-depth studies.

Design.
리빙디자인 Living Design
리빙디자인과는 스튜디오 프로젝트 디자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과 감성 가치, 그리고 서비스

건축디자인 Architectural Design

개발을 목적으로 감성제품 및 가구, 패션 및 인테리어 소품, 서비스 디자인 등을 통하여 21세기

현대에 들어서 건축은 전통적인 작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환경에 적응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융합영역 발견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것에 교육

할 수 있는 건축디자이너를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건축

목표를 두고 있다.

디자인과는 건축조형언어와 창의적 공간구성을 학습할 수 있는 설계교육, 디자인 컴퓨테이션 교

The Living Design Department trains designers with the ability to meet people’s
lifestyle demands in the 21st century through products such as furniture, fashion
accessories, interior accessories, service designs, and emotional products. The goal
is to develop new experiential and emotional values and services based on studio
project designs.

육을 통하여 새로운 건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건축 디자이너의 양성을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과는 학생들이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친 능력을 갖춤으로
써 졸업 후 전자 / 전기 / IT제품디자이너, UX / UI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일상생활용품 디자이
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디자인분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실험적이고 창의적
인 새로운 개념 의 차세대 프로덕트 컨셉 영역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지향한다.

The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trains students who can work within a broad
range of mass-production design realms. This includes creating designs for
electronic, electrical, and IT products, UX and UI, furniture, daily necessities, and
interiors. The Department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next-generation product concepts.

화훼디자인 Floral Design

영상디자인 Moving Image Design

화훼디자인과는 식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것 또는 그 이미지를 주체로 하여 목적에 따라 미를 창

영상디자인과는 디자인과 영상기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는 영상디자인 콘

조하고 표현하는 디자인이며, 인간의 유기체적 삶에 중점을 두는 생활디자인이다. 본 학과에서는

텐츠 기획, 제작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학협력, 실습교육을 통하여 영상연출력, 기술력,

화훼디자인이 갖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적립하고, 지적능력과 감성적, 기술적 능

융합예술 Intermedia Art

창조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연출력은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인 영상으로 구현

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여 인간의 삶 전반에 화훼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융합예술과는 20세기 전통적 미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대적 예술교육을 구현하고자 한

하는 능력이며, 기술력은 촬영, 편집, 합성, 특수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

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고자 한다.

술과 경험이며, 창조력은 개성과 아이디어, 감수성을 결합시켜 작품을 제작하는 디자인 능력을 의

Floral Design is focused on the creation and expression of floral beauty. The Floral
Design Department trains students to create harmonious and eco-friendly floral
designs that meet people’s spat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needs.

다. 전통적 미술을 포함하나, 그것들은 비미술 분야인 인문학, 과학, 공연, 사운드 아트 등과의 연

미한다.

계를 통해 개념과 사유를 확장하여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여는 동시대성과의 만남을 구현한다.

The Moving Image Design Department trains students in the basics of moving image
content planning and production, turning them into experts who are conversant
with a variety of media outlets. It focuses on developing skills and expertise in the
areas of representation, technology, and creativity through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hands-on training.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평생공부의 계획을 디렉팅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현장 및 사회와
연계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예술을 실험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The function of the Intermedia Art Department is to deconstruct the boundaries
that have limited traditional training in the fine arts. Although it includes courses
in the conventional realm of fine arts, it is also opening new frontiers in the
discipline by establishing linkages with the humanities, the sciences, performance,
and sound art. Students’ agency in designing their own curricula is particularly
encouraged. The philosophy behind this program of study empowers students to
design their independent life-long curricula as well as produce creative graduates
who can expand their craft through self-examination and awareness of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청춘채널 "QVO" _ 서광은, 이정아, 박보경

목표로 한다.

Architecture today demands the training of architectural designers who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raditional working methods, and adjust
to new technologies and surroundings. The Architectural Design Department
trains future-oriented architectural designers who have the ability to cope with
new work environments. Students gain in-depth training in planning and design
computation as well as conceptual expertise in architectural pattern languages and
the composition of creative spaces.

공간연출 Dramatic Space Creation
무대, TV, 영상 등의 가상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폭넓은 공간의 표현방법을 추구하는 공간연출과
는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풍부하고, 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보다 현대적으로, 고도의
정신문화 표현으로 완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넘은 다양한 정보
기술과 조형능력이 요구되며, 표현기법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디자인을 넘어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The Dramatic Space Creation Department teaches students how to construct a
broad range of spatial expression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ater, TV, and moving
images. This requires practitioners who are well versed in the production of various
IT and modeling capabilities, and have in-depth understandings of expression
techniques and new technologies. Our goal i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alented
people who can liberate art from the structures of design.

실내건축디자인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실내건축디자인과는 인간이 생활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분야이
다.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실내건축디자이너의 양성이며,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은 물론 논리적 사고능력을 기초로 한 디자이너의 소양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The goal of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is to create pleasant, efficient, and beautiful
living spaces. The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Department fosters the development
of people who can work creatively, logically, and innovatively. Students graduate
wit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and its various
functions and components.

애니메이션 Animation
애니메이션과는 현대의 각광받는 문화산업으로서 특화된 기술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애니
메이션과는 기획, 제작, 후반작업 등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

전시디자인 Display & Exhibition Design

용하는 분야별 제작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문화산업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전시디자인과는 단순히 공간을 계획하고 구축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양성한다.

사물과 정보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학과에서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Because of its role as one of modern culture’s most seminal industries, animation is a
discipline that requires that its practitioners have training in a number of specialized
techniques. The Animation Department does this by giving students an in-depth
education in production techniques and animation processes, including planning,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인간의 소통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의 구현을 통해 바람직한 전시문화의 창출에 기

1

여하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한다.
밀괴 _ 최경수, 최치훈, 장혜선, 박수인

Display and exhibition design extends beyond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presentation spaces and facilities to include all facets of what we understand
by the word exhibition. The Display & Exhibition Design Department foster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who can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exhibition
culture that encourages comfort, coherence, and communication.

2

Heavy Lump _ 송지은

1

ARTSEXPERIMENT

3

2

흔들소마 _ 이지희

4
1, 2 / We Are the One _ 박민재
3, 4 / D-Day _ 박가희, 박새롬, 서보영, 이병선, 조영주

SPACEHUMAN

3

4
1 / Blending of Outside and Inside _ 박상민
2 / Factory _ 이주형
3 / Time Equalizer _ 조형준

4 / 우주용사 KARI 나호로를 지켜라 _ 안정환, 이윤경, 김송이, 김신민, 성하나,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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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PROGRAM

반의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며, 교육의 수월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키기 위하여 PDCA 기반의 CQI 제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3H(Heart + Hand + Head)를 갖춘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5계열 16학과의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2020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AIAS 등 독립 예술 디자인대학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세계적인 예술 디자인 어워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학 비전 KAYWON VISION 2020
설립 이념 Our Founding Philosophy

찾아오시는 길
GETTING TO
KAYWON

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를 선포합니다. 창조적인 문화산업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스튜디오 기

대학 비전
Kaywon vision 2020

총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계원예술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 디자인 교육 특성화대학으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VISION 2020 ‘창

VISION 2020을 향한 계원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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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picenter Kaywon

비전 Vision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예술에 대한 고등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Provide the very best truth-based, Christian-centered,
higher-level arts education.

사명 Our Mission
예술 디자인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자 합니다.

기반하는 교육을 통해 창조적 문화산업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한다.

계원예술대학교는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로서, 전 세계를 향한 문화의 발신지로서 모두가 행
복해지는 대학,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

Train leaders in the Creative Industry Sector through
an education based on imagination, creativity, and
technology.

Creative Epicenter specializing in art and design education.
The foundation of Vision 2020 is based upon several guiding principles. We initiated a

1 - 13

A-H

1 - 13

A-H

1 정문

A 평생교육관 앞 - 본관 앞

1 Main Entrance

2 조형관(예비군대대)

B 본관 앞 - 운동장 앞

A Continuing Education Building Main Building

3 정보관

C 운동장 앞 - 학생식당 앞 -

2 Fine Art Information Building
(Reserve Forces Battalion)

4 야외극장

D 학생식당 앞 - 정문 앞

5 디자인관(목공제작실, 금속제작실,

E 예술관 후문 앞 - 정문 앞 -

영상제작실, 창작공방)

교육목표 Our Educational Goals

야외 작업장 앞

6 학생식당(매점, 화방)

F 정보관 지하주차장 앞 - 정문 앞 조형관 앞

7 우경예술관

new curriculum within the 16 departments of our 5 academic disciplines towards creating

G 금속제작실 앞 - 야외 작업장 앞 -

8 농구장

individuals equipped with the 3H Principle (Heart + Hand + Head). The CQI Principle

교육이념 Our Philosophy of Education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fuses a studio-based education in art, design, and

예술 + 디자인 + 과학기술 융합교육

인재상 Our Philosophy of Talent

technology with working-level skills development through joint collaborations with

Fusion of art, design, and technology education.

감성 + 지성 + 실천력을 갖춘 인재

industry leaders. This combined academic-industrial curriculum will allow students to learn
creative industry.

정보관 앞

9 운동장

H 정보관, 디자인관 구름다리

10 주차장
취업진로지원센터, 카페, 총학생회)

12 본관(대학본부)

8 Basketball Court
9 Playground

건물현관 콜서비스 (학생처)

10 Parking Lot

스쿨버스 승강장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will also form positive and lasting affilia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and their member bod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11 Continuing Education Building
(Student Affairs Office,
Counseling Room, Career
Center, Café, Student Council)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

창조적 문화산업의 리더 양성

도움이 필요한 구간

Foster future leaders
of creative industry

Independent Art Schools (AIAS), so that we can share our approach with others around the
globe.

STRATEGY 1

Nation

AIAS Members

Australia

National Art School Sydney

China

Huangzhou Normal University
Tianjin Academy of Fine Arts (TAFA)

Germany

Institut für Medienforschung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s

Japan

Hokkaido College of Art & Design, Bisen
Toyo Institute of Art and Design

Korea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Switzerland

Haute École d’Art et de Design de Geneve
Zürcher Hochschule der Künste
AKI, ArtEZ acadey of fine arts Enschede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The Netherlands
Poland

E. Geppert Academy of Art and Design

U.S.A.

Columbus College of Art & Design
School of Art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Visual Arts

Turkey

Marmara University Faculty of Fine Arts

해외 자매대학 현황 Overseas University Partners
Nation

Partner

U.S.A.

School of Visual Arts

Finland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U.K.

The Glasgow School of Art
University of Dundee, Duncan of Jordanstone College of Art and Design
Kingston University
Edinburgh College of Art
Northumbria University
Anglia Ruskin University
Arts University Bournemouth
Coventry University
Nottingham Trent University

Australia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Canada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France

Ecole Nationale d'Arts de Paris-Cergy, France

Japan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Philippines

DON HONORIO Ventura Technological State University

Malaysia

Nilai College
Limkokwing Institute of Creative Technology
Tianjin Academy of Fine Arts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Jilim University Art College

China

G Metal Fabrication Studio Open-Air Workshop Information Building
H Overpass Connecting
Information Building and Design
Building

STRATEGY 3

STRATEGY 2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

지속적 교육 수월성

세계적 인지도

Creative Art and
Design Education

Provide Consistent
Excellence in Education

Global
Awareness

서울 / 서초
Seoul / Seocho
서울 / 양재
Seoul / Yangjae

- 실무 자문 위원단 제도 구축

- 국제독립예술대학연합 AIAS 교류

- 스튜디오 중심 교육

- PDCA 기반의 CQI 제도 구축

- 국제 Art & Design Award 수상

- 산학협력 중심 교육

- NCS 기반의 직무능력 강화

- 워크숍 교류확대

- 창조산업 역량 배양 교육

- 산학협력 확대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 Studio-based Education
-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based Education
- Cultivating students' dexterity
and versatility for creative industry

- Establish a Professional Advisory
Board System
- Execute both the CQI and PDCA Principles
- Educat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based job skills
- Expand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s

- Enhance exchanges with AIAS
member institutions
- Win awards at renowned
arts &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s
- Promote workshop exchanges
world-wide

안양
Anyang

셔틀승차
Shuttle Bus

산본
Sanbon

4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Indeokwon Sta.(Gate 4)
롯데마트
Lotte Mart

판교
Pangyo

학문연구의 전당인 계원예술대학교 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특화된 예

예술공학연구소는 컴퓨터와 영상장비 등 첨단 기자재를 체계적으로 갖추

술 디자인 도서관으로 예술과 디자인 관련 정보자료 제공을 통해 교수와

고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외부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

창조적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생의 연구 및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 국내외에

행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지원, 그리고 산학협동을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뉴

사고와 외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교육원은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분산되어 있는 예술분야(미술,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사진 등)의 콘텐츠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동연구로 산업기술혁신

과 어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를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

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연구 수행에 학생참여를 권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

지원합니다. 또한 세계 유명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으로 특성화된 예술도서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관련 산업분야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he Kaywon Art & Design Library is the best proprietary art &
design library in Korea. It allows students and faculty to focus
on their studies and research activities by providing specific
resources in the fields of fine arts, design, architecture, and
photography.

디자인/조형예술 관련 특별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교원들에게

Global mindsets and a background in foreign languages are
both necessary for students who want to become leaders
in tomorrow’s creative industries. The Kayw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assists them in developing such
expertise through a wide range of globalization and language
programs. It also gives them a chance to gain experience and
knowledge through exchanges at world-renowned educational
institutions.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진보적 실용기술 교육에 근간을 둔 계원의 개교이
념에 따라 설립된 정보시스템실은 최신 컴퓨터와 각종 첨단 교육기자재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의 컴퓨터 관련 수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부속장비,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교내 컴퓨터의 기술지원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The Information System Center has established to fulfill of
our education philosophy for advanced practical education. It
boasts a wide range of state-of-the-art computer systems, the
latest versions of software for all departments, and ancillary
educational equipment. It offers students and faculty a
complete array of technical and network solutions to ensure
that their work can be carried out without interruption,
throughout the entire campus.

1989년 11월에 준공된 우경예술관은 1,200석 규모의 객석과 조명, 영상
및 음향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연, 영화상
영 등 각종 교내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전문 공연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
라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보사는 계원학보 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구열과 창작의욕을 드높이

교수학습지원센터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학습법 개발을 통하여 교수능력 향상과 재학생
의 학습능력을 신장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생
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인문교양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생

Kaywon is located in the city of Uiwang, in the province of
Gyeonggi-do, about a forty-minute drive south from the center
of Seoul. From Indeogwon subway station, Exit 4, Seoul Metro
Line #4, it takes about seven minutes to arrive at campus via
buses provided by the school. Numerous city and suburban bus
connections are also available.

서울 Seoul : 1-1번, 540번, 441번, 502번, 777번
안양 Anyang : 6번 (마을버스), 51번, 1-5번, 60번
분당 Bundang : 3330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군포
Gunpo

성남 Seongnam : 333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구리 Guri : 1650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66 Kaywondaehangno (Naeson-dong), Uiwang-si,
Gyeonggi-do, Korea Zip Code. 437-712
T. +82-1899-5823 / F. +82-31-424-750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내손동) 우. 437-712

실습실 Workshop Studios
실습실은 수업 및 작품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창작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진실, 목공제
작실, 금속제작실, 영상제작실, 창작공방, 판화실, 사운드랩, 키친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별 전문
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The goal of The Workshop Studios is to function as a forward-thinking and experimental
creation center that facilitates cooperation for faculty and students. Its facilities include
a Photography Studio, Woodworking Shop, Metalworking Shop, Image Production Suite,
Creation Workshop, Printmaking Studio, Sound Lab, and a Culinary Studio. Students can
each department.

취업진로지원센터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학생
과 졸업생에게 각종 취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박
람회, 취업경진대회와 같은 취업활성화 행사를 주관, 취업통계조사, 취업
자관리, 취업정보제공, 기업채용설명회, 학생과 기업의 잡매칭을 지원하
고 취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Career Center provides undergraduates with a wide array
of employment-related data and information to support their
job-seeking activities. They include job fairs and simulated
employment competitions. The center also provides
employment statistics, recruitment data, and other jobmatching services for both students and businesses.

활적응 등을 위한 심리 상담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생
지원시설인 북카페 자코뱅(The Book Cafe-Jacobins)은 인문교양 아카이

체험을 통하여 자아 신뢰감과 정서안정에 필요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력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널리 대학을 홍보하고 정보교환의 역할을 수

우경예술관

는 10분 거리이다.

acquire skills and information specific to their projects by consulting advisory panels in

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올바른 학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

The Kaywon Journal is the school’s student newspaper. Its goals
include strengthening the students’ passion for studying and
creativity, developing a sound and respectful academic culture,
and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similar
institutions.

School bus stops

수원 Suwon : 777번

취업진로지원센터 Career Center

결합된 공간입니다. 미술치료상담실(Art Therapy Lab)에서는 학업 및 진

The Wookyung Art Theater seats 1,200 people and offers stateof-the-art lighting, projection, and sound equipment. It hosts a
wide variety of campus events, such as performing arts and film
screenings, as well as being an open-access facility for the local
community.

도서관

Kayw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e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enhances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methodologies for faculty member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efficient learning strategies for
students. It offers courses in the liberal arts, and provides students
with counseling services to help them adjust to academic life.
Numerous activities and programs are hosted in the adjacent Jacobins
Book Cafe student center. The Art Therapy Lab offers academic advice,
confidence-building workshops, and other student support services.

로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미술치료

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경예술관 Wookyung Art Theater

국제교육원

브로서 기존의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학습과 토론, 휴식이

학보사 Kaywon Journal

Call service at building entrances
(Student Affairs Office)

By Bus

수원
Suwon

실습실
Workshop
Studios

예술공학연구소 Institute of Art & Technology

정보시스템실 Information System Center

Restrooms for the Disabled

간격으로 계원예술대학교의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셔틀버스로 학교까지

서울 / 신림
Seoul / Sillim

- 융합형 교육

도서관 Kaywon Art & Design Library

Equipped with a wide range of advance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and imagery devices, the Institute of Art and
Technology carries out research, offers educational support,
and participates in collaborative academic-industrial projects.
It also studies industrial innovations produced between new
media technologies and the world of design. It encourages
student participation in all its research efforts, both as a means
of raising their educational standards and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well-qualified human resources for industries
requiring such skills. In addition, it offers a wide range of
training sessions, seminars, and workshops in such fields as
computer technologies, design, and art. Its ultimate goal is to
strengthen the practical and academic skills of the school's
faculty members and student body.

Elevators for the Disabled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서 군포방향 4번 출구로 나오시면 15분

부속기관 ANCILLARY FACILITIES

는 연구활동 교류기회를,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acilities for Disabled

Non fully accessible areas

서울 / 사당역
Seoul / Sadang Sta.

갤러리 27
Gallery 27

국제독립미술대학연합 회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AIAS)

부속·부설기관
ANCILLARY AND
AFFILIATED FACILITIES

세계속의 계원
GLOBAL KAYWON

talented experts in an age of globalization.

F Underground Parking Lot of
Information Building - Main
Entrance - Fine Art Information
Building

Fully accessible areas

T. 1899-5823
F. 031-424-7509

and the plastic art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that foster the development of multi-

E Behind Wookyung Art Theater Main Entrance - Open-Air
Workshop

13 Wookyungsanbang

3대 특성화 전략 3 Specialization Strategies

총장 President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will develop new paradigms in the world of design

D Cafeteria - Main Entrance

Where is Kaywon?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 Playground - Cafeteria - Design
Building

12 Main Building
(Kaywon Headquarters)

Epicenter founded on Vision 2020.

이남식 Lee, Nam Sik, Ph.D.

계원예술대학교는 세계 유수 대학과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창조적 예술 디자인 교육의 진앙지로서

B Main Building - Playground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will endeavor to better the world as a Creative

DREAM

AIAS / 해외 자매결연 대학 AIAS / OVERSEAS UNIVERSITY AFFILIATIONS

5 Design Building
(Woodworking Studio,
Metal Fabrication Studio,
Image Production Room,
Workshop)
7 Wookyung Art Theater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13 우경산방

4 Open-Air Theater

6 Cafeteria (Kiosk, Atelier)

장애인 편의시설

11 평생교육관(학생처, 상담실,

Develop outstanding individuals equipped with
sensitivity (Heart), intellect (Head), and the power of
execution (Hand), the 3H Principle.

and practice our PDCA Principle (Plan-Do-Check-Action) while becoming future leaders in

3 Information Building
(Photography Room,
Information System Room,
Library)

디자인관 입구

(사진실, 정보시스템실, 도서관)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as declared its Vision 2020 towards becoming a

EXPERIMENT

CAMPUS MAP

부설기관 AFFILIATED FACILITIES

갤러리 27 GALLERY 27
갤러리27은 경기도 공식 사립미술관으로서 교수, 학생, 그리고 시민들에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작가나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이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Gallery 27 is a private on-campus art gallery approv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This
gallery provides professors, students, and local citizens various opportunities to appreciate
art and culture. Its mandate is to provide artistic experiences to those striving to become

평생교육원 Continuing Education Center - SooSinJae

산학협력단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외의 수업, 즉 디자인 툴, 교양, 자격

산·관·학·연 간의 협력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기술지원, 인적

증 등의 수업을 운영하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류,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

또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방함으로써 평등한 교

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급변하는 산

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기술의 교육과정 반영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Th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offers classes outside the
regular curriculum in such areas as design tools, the liberal arts,
and certificate programs. It also provides local residents with a
wide array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위한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창업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생교육원

artists and designers.

산학협력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goal of the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is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Korean businesses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is is done through
technological assistance, personnel and information exchanges,
and R&D built around industr y-government-academic
collaboration.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진실

금속제작실

판화실

갤러리 27 - 대학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