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디자인공학

강의목적 | 융합적 오픈마인드를 통해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적 해결 방안을 제시 | 표현 위주의 조형감각을 익히고 심미성을 넘어 실용적인 디자인을 도출  | 
시장 전략, 첨단 기술, 디자인, 비즈니스를 아우를 수 있는 감각을 익힘 | 디자인 관련 산학연계 학습 진행 참여가능 대상 | 3, 4학년 공과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LINC+ 참여학과_멀티미디어공학,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전자전기공학,산업시스템공학,화공생물공학,건축공학,건설환경공학,기계로봇에너지공학)  | 2명 이상 팀운영, 
다학제(여러 전공)팀 가능 | 디자인 관련 지식이 없어도 수강 가능 (마케팅 기반 디자인 아웃풋 도출) |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몰라도 수강 가능 (그래픽디자인 기초 지도)  
신청서 마감일자 및 방법 | 신청서 마감일자 : 2016년 9월 8일(금) 15시까지 (신청기간 엄수) | 제출장소 및 방법 : LINC+사업단 행정지원실 서면제출(신공학관 9134호 
유소진 연구원) 프로그램 설명회 | 9/5(화), 18시 | 신공학관 4층 4161호 Creative Lab | 관심있는 학생 누구나 참석 가능 | 신청서 접수 | 8/31(목)~9/08(금) 15시까지 
| 신청서 서면제출(신공학관 9137호 유소진 연구원) | 이메일접수 | 학생선발 공지 | 9/13(수), 18시 | 확정자 개별 통보 | 팀장 이메일 | 기업설명회 | 9/12(화) | 화요일 
18:00~19:00 Creative Lab | 수강생들과 협의 탄력운영 예정 우대사항 | 정규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18학점)외 1학점 추가 수강신청 | 참여기업인 멘토링 및 전문기관 
멘토링 제공 | 이후 LINC+사업 교육프로그램 우선 선발 기회 제공 강의방법 | (기업) 3개사 멘토의 6개 과제제시 → (학생) 과제신청 → 디자인 및 마케팅 멘토(선택된 
과제 공동멘토링) → 기초디자인 결과물 도출 과제예시 | 과제1 환형태 숙취해소 제품의 음료형 복용방식 디자인 개선 | 과제2 20대 타깃 홈메이드 제품 디자인 | 과제3 
혼밥, 혼술족을 위한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 | 과제4 야식패키지의 미래화된 디자인 | 과제5“배달의 민족”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 제시: 식당 내 공간에서 주문 가능한 
플렛폼 | 과제6“위니월드”공간구성 실패 원인분석과 회생방안 제시: 첨단 IT활용 접근방식 제안 멘토단 |  ㈜삼양사 부장, 청정원 팀장, 청정원 차장, 한국마사회 
사업주관사 대표, 현직 디자이너 등 현장성 높은 멘토단의 디자인 및 마케팅 멘토링 주의사항 | 선발된 학생에 대해 공과대학 교학팀에서 일괄 수강신청을 입력할 예정으로 
개인 수강신청은 불가함 | 수강신청 후 수강포기 기간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수강신청 포기 가능(uDrims) 문의사항 | LINC+사업단 최문희 교수 (010-4217-8428, 
moon3713@dongguk.edu) | LINC+사업단 유소진 연구원 (02-2290-1727, dgcapstone1727@gmail.com)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_요셉 보이스(독일1921-1986)

과 제 1 
환형태 숙취해소 제품의 

음료형 복용방식 디자인 개선 | 과제
2 20대 타깃 홈메이드 제품 디자인 | 과제

3 혼밥, 혼술족을 위한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 
| 과제4 야식패키지의 미래화된 디자인 | 과제
5“배달의 민족”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 
제시: 식당 내 공간에서 주문 가능한 플렛폼 
| 과제6“위니월드”공간구성 실패 

원인분석과 회생방안 제시: 첨단
IT활용 접근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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