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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사다 콤페티션 초청 방문(1학년 우수학생 2명)
정시 전형
졸업식 /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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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특강 개강
일본 문화복장학원 참관 연수

학사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학기 개강
1학년 학사 상담

월

월
졸업패션갈라쇼
서울 사사다 패션스쿨 2년 정규과정의 4
학기에 진행되는 졸업작품 패션쇼는 2년
동안 배우고 느꼈던 지식 및 경험 등을 압
축해서 보여주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졸업생 개개인이 설정한 컨셉으로 1
인 스테이지로 런웨이가 구성되는 갈라쇼
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패션실험전시회
(주)YKK코리아는 정기적으로 사사다 패
션스쿨 학생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보다 풍부한 작품 활동과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다.
패션을 사랑하는 일반인 및 디자인을 전공
하는 학생들에게 패션문화의 새로움을 추
구하고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마음껏 펼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
최한다.

1학기 기말고사
성적 확인 및 성적 정정 신청
크리틱 전시회
서울 사사다 패션스쿨 입학 후 1학년 재학
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행사로 패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완성시키는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오브제들을 패션의 아
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실험 단계를 거쳐 준비
하고 전시회를 기획한다.
패션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디자인의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독창성
은 디자이너가 심사하며 크리에이티브 감
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테크닉과 완성도
는 현직 일러스트레이터가 심사하게 된다.
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이너와 일러
스트레이터가 자신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공
모전 참가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의 심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하
여 구성하였다.

사사다 체험학습 ‘사사다를 읽는 시간’
2학기 개강

월
월
SEOUL SASADA FASHION SCHOOL

A b ou t SA S A DA
· Fashion Design Education
패션 디자인학과는 패션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패션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테면 디자인 구성과 아이디어 유출, 평면에서 3D에 이르기 까지의 표현방법과 실제 샘플로 만들 수 있는 패턴, 봉
제, 소재개발, 디테일 작업에 이르기 까지의 현업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여, 국내외 실무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 표현능
력과 비주얼 능력을 모두 익힌다. 작게는 개인샵에서 크게는 국제적 패션 업체에서도 실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협업 실무
의 모든 부분을 다룬다.

· Vision
글로벌화된 현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독창성을 지닌 패션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향후 패션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전문디자이너를 배출한다.
(学校法人) 笹田学園

High Quality Education

Professionalism

Globalism

(학교법인) 사사다학원

Creativity

현직 디자이너·모델리스트 교수진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

1인 1스테이지 갈라쇼

경력관리를 위한 공모전 참여 시스템

Exchange Program 및 편입학제도

YKK연계 패션실험전

패션 산업의 분야별 특강 프로그램

어학교육

동계패션워크샵

· Career
패션디자이너, 패션 테크니컬디자이너, 패션 아트디렉터, 패션 저널리스트, 패션 에디터, 공연의상 디자이너,패션 스타
일리스트, 패션 포토그래퍼,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모델리스트, 어패럴 캐드 디자이너, 패션 VMD, 텍스타일 디자
이너, 패션 머천다이저, 패션 바이어, 패션 악세서리 디자이너, 패션 컨설턴트, 인터넷 쇼핑몰 디자이너, 패션 리폼 디
자이너 등.

SEOUL SASADA FASHION SCHOOL

Seoul SASADA

デザインテクノロジー専門学校

笹田高校

Fashion School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문학교

사사다 고등학교

エステ・ネイル学科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学科

建築学科

インテリア学科

デジタルメディア学科

에스테틱·네일학과

패션비지니스학과

건축학과

인테리어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문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사사다 사카에 선생님이 창립하고, 현 명예 교장 사사다 요코가 발전시킨 “마음의
교육”을 기본 교육이념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 분들의 건학 정신은 현 시대까지 이어오고 있
으며, 지금의 황량한 현대 사회에서 다시 그 가르침의 가치 및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가 오랜 역사 속에서 길러 온 직업에 직결된 “전문
교육”이야 말로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크든 작든 장래의 꿈을 생각하
며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계속 이어질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꼭 우
리 학교에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입학해서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 전문 특
유의 장점을 발휘해 여러분을 백업해 나가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新.世.紀.感.性.工.学 (신세기 감성 공학)’
디자인을 배우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객의 목적과
의향을 이해한 후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과 납기일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적으
로는 목적에 부합하여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
약 속에서 자신의 감성, 개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이라는 작업은 엄격한 일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1928년에 설립된 (학교법인)사사다 학원[사사다 고등학교, 사사다 테크
놀로지 전문학교, 서울 사사다]는 창립 이래 반세기에 걸쳐 오랜 전통과 실적을 바탕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최첨단 디자인 전문교육 시스템을 통해 많은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해 왔습니다.
또한 본교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 ‘패션 비즈니스’, ‘건축’ 등 세 분야의 ‘디자인’과 최첨단 컴퓨터
기기와 기술을 이용한 ‘테크놀로지’를 융합시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풍부
한 감성으로, 신세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해 갈 것입니다.
(学校法人)日本笹田 理事長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学科1年生 中田尚子

ソウルササダのファッションショ-を見に去年11月韓国に行きました。
ファッションショ-は聞いていた通り素的でした。服の完成度も良かった
し、
ソウルササダの生徒たちの熱情もすごいでした。
私も来年ササダコンペに参加します。服をデザインして、パタンを書い
て、製作をします。すごく頑張ってソウルササダファッションショ-のように
いい服を出品したいです。
서울사사다 패션쇼를 보러 작년 11월 한국에 갔습니다.
패션쇼는 듣던 대로 멋있는 쇼였습니다. 옷의 완성도도 좋았고 서울사사다 학생
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저도 내년 일본사사다 콤페티션에 참가합니다. 옷을 디자인하고 패턴을 그리
고 옷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울사사다 패션쇼와 같이 좋은 옷
을 출품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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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 p a n S A S A DA

마케팅/컴퓨터

패턴/봉제

디자인/색채

Pattern
Sewing

Design
Colors

의복구성Ⅰ

패션디자인론

서양복식사

염색

Clothing ConstructionⅠ

Theory of Fashion Design

History of Western Costume

Printing and Dyeing

패션드레이핑Ⅰ

패션커뮤니케이션

복식미학

패션소재연구

Fashion DrapingⅠ

Fashion Communication

Aesthetics of Custume

Fashion Materials

패턴메이킹

패션바디워크

패션마케팅

패션드로잉실습

Pattern Making

Fashion Bodywork

Fashion Marketing

Fashion Drawing Practice

플랫패턴디자인Ⅰ

패션디자인실습Ⅰ

패션머천다이징

패션일러스트레이션Ⅰ

Plat Pattern DesignⅠ

Fashion Design PracticeⅠ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IllustrationⅠ

패션드레이핑Ⅱ

의복과색채

패션포트폴리오

패션일러스트레이션Ⅱ

Fashion DrapingⅡ

Fashion & Colors

Fashion Portfolio

Fashion IllustrationⅡ

한국의상구성

패션디자인세미나

패션컴퓨터Ⅰ

패션일본어

Construction of Korean Costume

Fashion Design Seminar

Fashion ComputerⅠ

Fashion Japaness

남성복구성실습

패션디자이너브랜드

패션컴퓨터Ⅱ

Men’s Wear Construction Practice

Fashion Designer Brand

Fashion ComputerⅡ

테일러링

패션스튜디오

인턴

Tailoring

Fashion Studio

Intern

창작디자인실습

패션트렌드분석

Practice for Creative Design

Fashion Trend Analysis

고급패션드레이핑

패션컬렉션

Advanced Pattern draping

Fashion Collection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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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Computer

드로잉/소재

Drawing
Materials

Free mind, Think deeply.
패션은 결코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 사사다 패션스쿨은 열린 생각과 창작 능력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하여, 모두에게서 다양성을 찾을 수 있는
개성 교육을 가장 중시합니다.

서울사사다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박)선영-1학년: 저는 서울사다패션스쿨을 졸업한 친
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기 전 저는 중앙대
국악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
금까지 음악을 꾸준히 해 오다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
심이 많아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간직하며, 패션 분야
공부를 하고 싶어 여러 학교를 찾아보던 중 서울사사
다 패션스쿨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친구의 소
개로 이 학교를 알게 되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빡빡한 커리큘럼과 많은 과제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실무중심적으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제 친구가 먼저 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
에 더욱더 믿음이 가기에 서울사사다패션스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도진-1학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미술 공부를 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앞으
로 진로를 걱정하며 평소에 관심이 많은 패션 디자이너의 직업에 매력을 느껴 패션 디자이너
경험을 빨리 쌓고 싶어 4년제 대학보다 실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서울사사다 패션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일러스트 드로잉 이런 부분도 패션 수업의 중요한 요
소를 차지할 것 같아서 늘 미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도 많이 한 결과 제가 정한 패션학교는 서울사사다였습니다.

서울사사다를 선택해서 이런 점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박) 커리큘럼이 소화하기 힘들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습득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정말 제가 하고 싶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좋습니다.
1학년을 보낸 8주간의 커리큘럼 소감 그리고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박) 만족합니다. 8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한) 고등학교 때 내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맘껏 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좋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느슨해서 할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사사다 시설, 교육환경, 수업방식에 대한 소감은?
(박) 교육 환경과 수업 방식 또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밟
아가며 제가 선택한 길에 후회 없는 길이 될 수 있도
록 서울사사다에서 열심히 공부하려 합니다.
(한) 시설은 대체로 만족합니다. 소수 정원이라 교수
님들의 일대일 수업방식에 열중할 수 있어 좋고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업방식과 평가 기
준 같은 것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어
느 학교를 가던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교수진

하동호 / 소윙바운더리스
패션디자인스터디 담당

윤세나 / 소프트코어
패션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운영
패션트랜드분석 담당

서예지
패션머천다이징 담당

김동률 / 률앤와이
패션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수현 / 런던클라우드
패션컬렉션 담당

정혜진
드레이핑1 담당

The FASHION,
By the FASHION,
For FASHION
이무열 / 유저
패션디자인스터디 담당

음하영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담당

강순철
패션포트폴리오 담당

이영곤 / 노이어
패턴메이킹 담당

민복희
패션컴퓨터 담당

함봉희
테일러링 담당

사사다 패션스쿨은 글로벌화된 현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이며 독착성을 지닌 패션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21세기 패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선홍
패션드로잉실습 담당

송은진
남성복 담당

김지은
서양복식사 담당

양희민 – 전임교수

오나령 – 전임교수

笹田 富子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コース

長谷川 由香
エステ・ネイルコース

村松 正之
建築コース

澁谷 朗
アニメーションコース

· 패션디자인스터디 담당
· 2018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이사 선출
· 2014 질바이질스튜어트 뉴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LG패션]
· 2006 반달리스트 론칭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 졸업

디자인/색채 계열과목 전임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졸업
· (주)엘레강스 디자이너
· 상명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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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일본어

기타 혜택

학위취득

강의실 24h 개방

일본패션문화 교류

패션전문인 초빙 특강
학자금 대출

(교육부 장관 명의) 4년제 패션학사, 또는 2년제 산업예술전문학사 취득

강의실 사용 규칙에 의거 강의·실습실 개방

서울사사다 1학년 우수학생 매년 2월 일본사사다 콤페티션 초청.
우수학생 상장 및 부상 수여 / 모든 경비 일본사사다에서 지원.
패션 전문인 특강을 통해 패션의 시대적 흐름과 브랜드 부가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패션디자이너의 자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파악하는 시간.
KEB하나은행과의 제휴에 따른 저금리 학자금 대출
공무원 자녀 연금 공단 학자금 대출

패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패션 용어 습득
패션 산업 분야별 전문 교수진 / 디자이너 교수님 서울 컬렉션 참관 및 참여 / professional 수업 기자재 도입
YKK KOREA 각종 지퍼 협찬 / 소수 정예 학습 지도 시스템

장학제도
1.성적 장학금 : 해당 학기 평점과 총점을 종합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성적 수석 장학금 ▶성적 수 장학금 ▶성적 우 장학금
▶성적 토미코 장학금 ▶성적 이토 장학금
2.교수 추천 장학금
: 1학년 우수학생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전시회 작품 완성도, 전시회 참여도, 출석률, 수업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수여하는 장학금.
장학생에게는 일본 왕복 항공권, 3일간의 호텔 숙박권, 일본 내 모든 교통비와 식비, 기타 경비가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그 외에도 (학교법인)사사다 학원으로부터 우수학생 상장과 상품이 주어진다.
▶에이이치 장학금 ▶료우지로 장학금
3.졸업패션갈라쇼, 패션실험전시회 우수학생 장학금
: 졸업패션갈라쇼 · 패션실험전시회 우수작품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학장 장학금 ▶사사다 이사장 장학금
▶모이아 장학금 ▶세림 장학금 ▶노이어 장학금 ▶드로우핏 장학금 ▶미나브 장학금
▶YKK KOREA 장학금 ▶동문장학금 ▶한국HRD 장학금
4.국가 보훈 장학금(보훈처 규정에 의거)
: 서울 사사다에 입학하는 학생 본인이 국가 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 자녀일 경우 보훈처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이 수여된다.
단, 국가유공자 자녀이나 보훈처 규정에 의거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장학금 수여는 학칙에 의거한다.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5.학생회 장학금
▶반대표 장학금 ▶우수활동 학생 장학금
6.근로학생 장학금
7.추천 장학금 : 서울 사사다 재학생, 졸업생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추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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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하기에 다소 늦은 나이 29,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타 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진학했었지만 이론에 치중한 교육 방식에 실망하여 바로 그만두고
동대문 도매시장에 취직 하였다.
패션현장을 직접 느껴보고자 했던 열망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청춘 심리가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나를 몰
고 갔던 것 같다.
서울사사다 패션스쿨 11회 졸업생 임유정(대표)의 이야기다.
그녀는 현재 모이아서울의 대표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임유정 대표는 몇년동안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매장관리와 디자이너 막내로 일을 한 뒤 매장을 오픈하였다.
디자인일과 유통, 생산에 이르기까지 안해본 일이 없었고 열심히 일해 온 만큼 보람도 컸다고 한다.
하지만 정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배원 본 적이 없었고 나의 브랜드에 나의 디자인이기는 했지만 옷을 제작하는 것은 전적
으로 공장에 맡겨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더 늦기전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서 패턴부터 완성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검색하였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과 실무위주의 수업이 마음에 들어 서울사사다 패션스쿨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임유정 대표의 학교 생활은 매우 스마트하고 체계적이었다.
성실함은 기본이었고 타고난 디자인 능력과 성실함으로 만들어 낸 패턴 능력은 임유정 학생을 임유정 디자이너로 만들
어내는데 손색이 없었다.
함께 입학한 같은 학번 학생들에게는 항상 모범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
임유정 대표의 모이아 서울은 한남동에 쇼룸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론칭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동대문에서 일한 8년 동안의 경력과 서울사사다에서 배운 2년간의 배움이 임유정 대표의 성실함 그리고 리더쉽과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느낌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임유정 대표는 후배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임유정 대표의 건승을 기원한다.

헤리마 바이 헤리마 대표/디자이너(황혜림/1회 졸업)
오니츠카 타이거 로지스틱(허정아/2회 졸업)
아이슬 대표/디자이너(송지환/3회 졸업)
노이어 대표/디자이너(이영곤/3회 졸업)
아놀드파마 디자이너(윤이나/3회 졸업)
쁘띠망 대표/디자이너(김정희/4회 졸업)
키츠인 대표/디자이너(황승의/4회 졸업)
MK TREND 캐주얼 사업부 MD(김소윤/5회 졸업)
해리슨테일러 디자이너(유탄/5회 졸업)
리드박스 대표/디자이너(송연재/5회 졸업)
MK TREND 디자이너(정지백/5회 졸업)
조렌즈 까르티스 대표/디자이너(강태승/6회 졸업)
이청청 라이 디자이너(나애정/6회 졸업)
QUANTUMABLE 대표/디자이너(예문해/6회 졸업)
LG패션 타운젠트 디자이너(이종상/6회 졸업)
미나브 대표/디자이너(정규훈/6회 졸업)
올젠 디자이너(정지원/6회 졸업)
드로우핏 대표/디자이너(조현민/6회 졸업)
드로우핏 디자이너(조현희/6회 졸업)
칼 이석태 디자이너(권봉석/7회 졸업)
블라인드니스 대표/디자이너(신규용/7회 졸업)
이너카인드 대표/디자이너(이종택/7회 졸업)
조셉안 대표/디자이너(안희철/7회 졸업)
세아상역 해외영업부 MD(박수진/7회 졸업)
세아상역(김정민/8회 졸업)
유니클로 VMD(이대성/8회 졸업)
팔로우디즈보이스 대표/디자이너(김정우/9회 졸업)
코오롱 디자이너(김완/9회 졸업)
리메크 대표/디자이너(이규민/9회 졸업)
엠에스디엔엠 MD(강경윤/10회 졸업)
데드엔드 대표/디자이너(이원우/10회 졸업)
엠에스디엔엠 MD(배지현/11회 졸업)
모이아서울 대표/디자이너(임유정/11회 졸업)
마노드 대표/디자이너(임헌수/11회 졸업)
비바 스튜디오 디자이너(박강복/12회 졸업)
윤춘호 디자인실 디자이너(송훈민/12회 졸업)
소잉바운더리스 디자이너(이동민/12회 졸업)
유져 디자이너(최인석/12회 졸업)
블라인드니스 디자이너(김태준/13회 졸업)
노이어 디자이너(김경헌/13회 졸업)
윤춘호 해외영업부(최수빈/13회 졸업)
제이.CHUNG 디자이너(장이주/13회 졸업)
노이어 MD(정환영/13회 졸업)
비바 스튜디오 디자이너(채지석/13회 졸업)

Set your GOAL high
Be a professional
서울 사사다의 교육 과정은
나의 브랜드에 도전하는 패션메이커스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과정입니다.
패션콘텐츠를 기획하고 유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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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울 사사다는?
서울 사사다는 일본 학교법인 사사다학원 테크놀로지 전문학교의 자매학교로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2년제 패션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실무위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스킬
을 익히고 학점 이수에 의한 학위취득(4년제 패션학사 / 2년제 산업예술 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이
가능합니다.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수여되며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위입니다.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배정되는 클라스에 따라 시간표가 차이는 있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
업에 따라 오전 9시 또는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또는 6시에 끝납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강의
실 사용규칙에 의거하여 강의실 및 실습실이 개방됩니다.
평균 재료비가 궁금해요?
가위, 자 등 봉제 도구 셑트는 2년간 사용되는 재료로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차이
가 큽니다. 한번 구입할 경우 장시간 사용하게 되므로 좋은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제에 따른
재료비는 한 달에 10~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시회나 졸업패션쇼를 준비하면서 각
종 원단과 부자재 구입으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하며 디자인에 따른 원단 선택에 따라 비
용의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일본 사사다 또는 문화복장학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사사다 졸업생은 일본사사다와 문화복장학원, 프랑스의 에꼴드 콩테, 이태리의 모다 브루고 등의 네
트워크 스쿨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을 준비할 경우 각 학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
준의 외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편입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외국어 능력이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편입은 불가
능합니다.
입학 연령대가 궁급합니다.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입학 연령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부터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입한을 결정한 30대까지 있습니다.
입학 평균나이는 남학생이 25세, 여학생이 23세입니다.
학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자금 신청은 공무원 자녀일 경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 내규에 따라 학자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 학자금 대출은 KEB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또는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있나요?
국가 유공자 자녀의 경우 보훈청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군복무 입영 연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로 연락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 하셔도 됩니다.
입학정원은 몇 명인가요?
신입생 모집인원은 매해 60명 내외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또는 수능 점수가 입학전형에 반영되나요?
고등학교 성적 및 수능 성적은 입학전형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패션을 생각하는 자세와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디자인 공부나 미술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한가요?
입학을 하기 전에 의복구성, 패턴 수업은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교육기관
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배우시면 수정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시회나 패션쇼를 보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공부를 해 보는 것도 좋고 잡지를 정독하는 여유를 갖는 것
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학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입학 연령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부터 대학을 졸업하
거나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입한을 결정한 30대까지 있습니다.
입학 평균나이는 남학생이 25세, 여학생이 23세입니다.

시험전형 방식이 궁금합니다.
지원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된 지원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사사다 전형은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준비된 포트폴리오는 면접 시간에 면접관에게 제출하
시면 됩니다.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면접 시간이 끝난 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외에 시험은
없으나 지원자에 따라 면접관으로부터 과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접은 면접관 3명과 지원자 2명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온 지원자는 포트폴리오를 면접관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주어지며 포트폴리오
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원자들의 창조적 사고와 패션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나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만든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꼭 제출해
주세요. 사사다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아닌 열심히 만들어낸 포트폴리
오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세요.

Global Network School
모다 브루고
Fernando Burgo에 의해 설립된 이태리의 Istituto Moda Burgo는 50년간 Fashion
업계에 종사한 실무진과 아티스트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하여 수준높은 인재를 배출해내
는 학교로서 이태리에서도 그 명성이 높다.
Istituto Moda Burgo는 반드시 현 업계 종사자 중 능력이 검증된 아티스트만을 교수로
채용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무적 능력과 예술적 감각을 균형있게 발
달시키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Istituto Moda Burgo는 지속적으로 국제적 유명디자이너를 배출해내는 밀라
노 최고의 명문 디자인 스쿨이다.
www.imb.it/en

등록금 분납이 가능한가요?
입학 학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금 분납이 불가하며 2학기부터 3회 분납 가능합니다. 등록
금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시고 3회로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취업과 진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현재 내셔널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 동대문 브랜드, 프로모션, 웨딩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여 디자이너, MD, 모델리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4년제 대학의 3학년 편입, 대학원 진학, 외국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을 연계해 주나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 매년 우수한 인재를 찾아 헤매는 국내외 어패럴 회사들이 사사다에 구인
의뢰를 하면서 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 사사다 학생들의 인지도가 많
이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능력 등을 고려하며 어패럴 회사에 졸업생을 소개하고 있으며 취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못할 수도 있나요?
1학년 학기를 마치면 교수위원회가 소집되며 학점이 부족하거나 출석률이 좋지 못한 학생은 경고 조
치와 함께 페널티 수업을 받게 됩니다. 2학년은 의무적으로 졸업패션쇼에 참가하여야 하며 졸업패션
쇼에 불참하는 학생은 졸업이 불가합니다.
사사다를 졸업하면 국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나요?
국내 4년제 대학으로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을 희망하는 사사다 졸업생들의 편입 합격률은 매
우 높습니다. 패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옷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사다 졸업
생들에게 편입은 그리 높은 벽이 아닙니다.

에꼴 드 꽁데
Ecoles de conde는 사립교육 기관으로써 프랑스 내 1위의 예술학 교육과 혼 알프스 지
방의 관광학 1위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도 리용에 자리잡은 이후 1998년에 낭시에 분교를 설립하고, 1999년도에 파
리 분교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니스와 보르도에도 학교를 설립 현재는 1200여명의 학생
들을 맞이하고 있는 대규모의 패션스쿨로 성장하였다.
특히 리용캠퍼스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좋고 사진, 미술품 수복, 보존, 인
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생산 제품디자인 등 다채로운 코스를 개
강하고 있다. 
www.ecoles-conde.com

문화복장학원
문화복장학원은 1919년에 동경 아오야마에 설립된 봉재교수소를 모체로하여 1923년
일본최초의 복장교육학교로 인정을 받았다. 개교이래 약 30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문
화복장학원의 역사는 일본 패션의 역사와 같다. 문화복장학원의 교육 목표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패션산업계의 전영역을 커버하는 것이다.
www.bunka-fc.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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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Training in Outstanding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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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소개(Introduction to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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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기관은 일본 시즈오카에 본교를 두고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한 학기는 6개월로 구성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5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This educational institution is a famous professional technology education institute based in Shizuoka, Japan. It recruits foreign nationals living abroad, and one semester consists of six months. There is a total of
more than 15 hours of hands-on training from Monday to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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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기 교육내용(1st term train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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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M0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09:00~10:00
10:00~11:00
11:00~12:00

패션컴퓨터1
(Fashion Computer1)

12:00~13:00

서양복식사
한국어
(History Korean)

패션소재
한국어
(Material Korean)

패션디자인론
한국어
(Fashion Design)

패션드로잉
(Fashi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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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일정 및 모집기간(School schedule and recruit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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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Sortation)

접수마감(Receipt closing)

개강일(The opening day of school)

3월학기
March semester

~12월 31일
(~December 31st)

3월 첫째주 월요일
(Monday, the first week of March)

6월학기
June semester

~3월 31일
(~Mar 31st)

6월 첫째주 월요일
(Monday, the first week of June)

9월학기
September semester

~6월 30일
(~June 30st)

9월 첫째주 월요일
(Monday, the first week of September)

ਬઁ

12월학기
December semester

~9월 30일
(September 30st)

12월 첫째중 월요일
(Monday, the first week of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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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서류목록

원본/사본

비고

ଵоनࢲઁ ଵо࠺ܐޖ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for admission)
잔고증명서
(a balance certificate of balance)

ಿࣻ

원본
(Original)

등록금 외 은행잔고증명서 $5,000 이상
(Bank balance certificate more than $5,000)

원본
(Original)

대한민국 영사 확인 필수 또는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Republic of Korea consular confirmation required or
apostyle translation notary)

한국어능력증명서(Korean Proficiency Certificate)

원본
(Original)

TOPIK 2급 이상 또는 KLAT 2급 이상
(TOPIK or KLAT Grade 2)

여권(Passport)

사본(Copy)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s Certificate)

원본
(Original)

증명사진(3.5*4.5) 3장 이상
(identification photo 3pieces)

원본
(Original)

본인 신분증/부모 신분증(one’s personal/parent ID)

사본
(Copy)

재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수입증명서
(a financial certificate or employment certificate and import certificate.)

원본(Original)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고등학교 성적증명서(high school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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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Translation notary certificate)

번역공증(Translation notar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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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2 서울 강남구 논현로136길 14 (논현동 81-14)
Tel : 02.554.1318 Fax : 02.566.1018
www.sasada.ac.kr E-mail : sasada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