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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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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학과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가 교육부와 한구연구재단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10억씩 4년간 40억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본 사업은 스마트미디어학과와 함께 패션산업학과(의:衣) 및 식(食), 주(住) 등 생활 공학과
관련된 5개 학과가 참여하며, 지역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IoT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패션산업학과는 혁신적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여 스마트
패션 팩토리와 같은 4IR 전용 실습공간에서 새로운 융합 기술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 베트남 해외 연수 (JJ-AoDai Connect) 및 인턴쉽
패션산업학과는 지난 2017년 동계 및 하계 방학 중 2차에 걸친 베트남 해외연수사업을
진행하였다. 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이 사업에서 하노이, 호찌민 및 다낭 지역의 섬유 패션기업
및 국영기관 VITAS와 FADIN 등을 견학하고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HUTECH (호찌민
기술대학)을 방문하여 한국 전통한복에 대한 특강 및 행사를 실시는 등 상호 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증진시켰다. 특히 S-Print(삼성패션)는 2017 하계 방학 중 2명의 학생들에게 텍스타일
디자이너와 무역 직무에 대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글로벌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패션산업학과는 2018년에도 베트남 이외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 및 인턴십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탐색하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학점 교육과 동아리 활동으로 실무 능력을 높인다
학생들의 산업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규 교과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전공 동아리 및 비학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창업동아리 [FIT A PAT]은 롯데백화점과의 협업으로 우수
디자이너와 작품을 선발하고 생산과 소싱, 판매에 이르는 패션 창업의 전반적 과정을 실습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애완동물 액세서리 상품 동아리 [PET-Wings]과 한복 및 공연의상 창업
동아리 [혜윰] 등 전문 영역별로 실무와 직접 관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전문적인 노하우 등을 교육하기 위한 비학점
동아리 교육이 활성화되어있다. 2017년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모델리스트(패턴) 및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피커부], 공모전 준비를 위한 [공격] 및 [한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올]은
2015~2018년 우수 사례로 연속 선정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패션샵마스터] 및 [칼라리스트] 자격증반은 매년 30명이상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학 /과 /주 /요 /행 /사 /
행사명

횟수

월

1
개강모임 및 신입생 환영회
1
3
패션기업 CEO 및 실무자 초청 특강
2
수시
2
취업 대비 특강
2
수시
3
패션기업 임직원 간담회
1
학기중
4
5 Pop-up Store 등 동아리 결과물 전시 2월 3일 수시
패션쇼 및 기업 견학
3월 4일 수시
7
졸업작품패션쇼
1
6
8
해외 산업 연수 및 워크샵
1월 2일 방학중
9
1
9
9 동문 패션기업 실무자 멘토링 워크샵
국내단기현장실습 OT 및 평가회
2
3, 9
10
패션일러스트 경진대회
1
12
11

동 /아 /리 /및 /비 /학 /점 /교 /육 /현 /황
제목

칼라리스트 자격증반

창업동아리 FIT A PAT

패턴동아리 피커부

창업동아리 Pet Wings

한복동아리 혜윰

취업 동아리 한올

구분

내용

취업동아리
취업동아리
봉사동아리

롯데백화점 협업,
브랜드 창업
한복, 공연의상
애완동물 악세서리, 의류
패턴, 디자이너
취업준비 및 작품전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준비
공모전 준비
지역 공동체 봉사

취업 교육

샵마스터 3급 자격증

취업 교육

칼라리스트 자격증

FIT A PAT

창업동아리

혜윰
Pet-Wings
피커부
(Peek a boo)
한올
공격
Fashion N People
패션샵마스터
자격증반
칼라리스트
자격증반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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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MD •㈜위비스 지센 컬처콜: 박준영 •㈜시선 인터내셔날: 양세경
디자이너 •㈜위비스 지센: 이원경 •FMC: 임주리 •TnJ TWEE: 이윤미
상품기획 MD •Thursday Island: 이효빈 •FMC: 박유정
소싱 MD •TnJ TWEE: 김원경, 이가희
연구원 •ECO 섬유융합연구원: 김재득
모델리스트 •캐루빈 닛시: 온누리
생산관리 •㈜ 동명: 양철호
매니저 •까렌다쉬: 류하경
매장관리 •SPAO: 박진실 •ZARA: 최태리
홍보대행 •예컴 애드: 임소은, 김도연
벤더 •애니클로: 박설혜, 양시원		
스타일리스트 •육육걸즈: 이진희
상품기획 •육육걸즈: 안지혜 •고고씽: 송기옥, 박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