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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광고요리촬영실습

교 재 유한나 외 – 2018 – 푸드스타일링 - 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광고는 내용에 대해 대중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잡지, 신문, 포스트, 전단지 등

에 실리는 광고요리의 특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위

해 본 교과목은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구조와 종류, 

카메라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사진의 개념, 렌즈, 필터, 

필름의 종류와 특성, 사진 촬영 시 빛과 조명의 효과, 광

고요리와 슬라이드 촬영, 여러 광고요리 작품을 촬영, 평

가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해석하는 것을 학

습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사진 촬영의 기본이 되는 이

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울러 잡지 등의 대중 매체에 광

고 요리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중들이 사진으로 나타난 

광고요리를 보고 재료와 음식의 식감을 잘 느낄 수 있도

록 촬영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요리의 기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요리촬영실습은 시각적인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도록 음식의 스타일링에 다양한 스킬과 

창의력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에 푸드스타일링 기초와 

응용수업을 토대로 실제 광고요리촬영 현장에서 푸드스

타일리스트가 이끌어 나가야 할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릉 위해 본 학습과정의 수업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카메라에 관한 지식과 촬영기법, 앵글을 보는 노하우, 

빛과 조명에 대해 익힌다.

2. 편집디자인의 기초를 이해하고 광고요리의 특성을 표

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출법, 촬영기법을 익힌다.

3. 푸드스타일링 응용, 비주얼 푸드스타일링을 통해 시각

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광고요리 연출의 응용법을 함양한

다.

4. 시각정보의 관점에서 촬영기획 및 구성방법을 익힌다.

5. 광고편집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의 실무를 

학습한다.

6. 최종적으로 식재료와 음식의 특징이 잘 전달될 수 있

는 광고요리 연출법 및 촬영방법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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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광고요리촬영실습의 이해
2. 강의목표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광고요리촬영에 대한 이야기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 안내(출결, 중간, 기말, 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강의계획서를 통한 실습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포트폴리오 작

성
 - 제출 : 13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푸드스타일링의 개념1
2. 강의목표 : 광고요리촬영에 있어 푸드스타일리스트의 개념과 

활동영역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푸드스타일리스트의 개념
 - 푸드코디네이터와 푸드스타일리스트 역할과 의미
 2)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영역
 - 푸드스타일링, 테이블 데코레이션, 푸드디스플레이, 푸드 라

이팅, 푸드 컨설팅 등 
4. 수업방법 : 광고요리에 있어서의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역할과 

의미, 영역등을 이해를 주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
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 ~ 14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

의 개념
 - 푸드스타일리

스트의 개념
 - 푸드스타일리

스트의 영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푸드스타일리의 개념2
2. 강의목표 :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자질과 발전방향
3. 세부내용 :
 1)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자질
 - 기획 및 콘텐츠의 중요성
 2) 전망과 발전 방향
4. 수업방법 : 광고요리에 있어서의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자질과 

발전방향에 대해 주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 ~ 19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의 

개념
 - 푸드스타일리

스트의 자질
 - 현재 푸드스타

일리스트의 의
미와 발전방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광고요리 촬영실습의 참고 자료 소개
2. 강의목표 : 광고요리 촬영 실습에 앞서 참고사이트알기
3. 세부내용 : www. stockfood.com / www. imagerepublic.com 

/ www. Donnahay.com / https://kr.pinterest.com / 
www.realfoods.co.kr

4. 수업방법 : 광고요리 촬영실습에 앞서 참고 사이트를 소개하
고 직접 함께 들어가 봄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

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

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PPT자료 외

5

1. 강의주제 : 광고요리 촬영실습의 참고 자료 소개
2. 강의목표 : 직접적인 스타일링에 앞서 다양한 참고자료 알기 
3. 세부내용 : Vogue entertaining + Travel / Marie clair / 

Gourmet traveller / Elle bistro, Elle a table / Martha Stuart 
living/ Real simple/ Donna Hay / Kinfolk 

4. 수업방법 : 광고요리 촬영실습에 앞서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 
직접 봄으로써 촬영구도, 촬영요리에 대해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4 ~ 227

2. 주교재 목차
1) 국외 잡지 리

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PPT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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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사진의 이해 및 촬영기법
2. 강의목표 : 카메라, 사진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 세부내용 :
 1) 사진촬영의 기본
 - 촬영장비
 - 카메라
 - 조명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 ~ 136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기법
 - 사진촬영의 기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카메라, 조
명, 조리도구, 연출식기 
외

2

1. 강의주제 : 사진의 이해 및 촬영기법
2. 강의목표 : 사진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제 촬영기법을 습득
3. 세부내용 :
 1) 식재료 촬영
 - 제철 식재료 누끼촬영
 - 제철 식재료 이미지 촬영
 -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 촬영 
4. 수업방법 : 카메라 조작방법과 앵글의 구도를 명확히 인지

하고 활용해 식재료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획 후 실질적 촬
영을 통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 ~ 136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기법
 - 사진촬영의 기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카메라, 조
명, 조리도구, 연출식기 
외

3

1. 강의주제 : 사진의 이해 및 촬영기법
2. 강의목표 : 사진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제 촬영기법을 습득
3. 세부내용 :
 1) 식재료 촬영
 - 제철 식재료 누끼촬영
 - 제철 식재료 이미지 촬영
 -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 촬영 
4. 수업방법 : 카메라 조작방법과 앵글의 구도를 명확히 인지

하고 활용해 식재료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획 후 실질적 촬
영을 통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 ~ 136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기법
 - 사진촬영의 기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카메라, 조
명, 조리도구, 연출식기 
외

4

1. 강의주제 : 사진의 이해 및 촬영기법
2. 강의목표 : 사진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제 촬영기법을 습득
3. 세부내용 :
 1) 식재료 촬영
 - 제철 식재료 누끼촬영
 - 제철 식재료 이미지 촬영
 -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 촬영 
4. 수업방법 : 카메라 조작방법과 앵글의 구도를 명확히 인지

하고 활용해 식재료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획 후 실질적 촬
영을 통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 ~ 136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기법
 - 사진촬영의 기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카메라, 조
명, 조리도구, 연출식기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 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 ~ 136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기법
 - 사진촬영의 기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카메라, 조
명, 조리도구, 연출식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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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잡지 광고요리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잡지 광고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

정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에 대한 이해
 2) 인쇄매체_ 잡지
 - 잡지 트랜드 분석
 - 국내외 잡지의 종류 및 특징의 분석 비교
 - 잡지 편집의 실제 과정이해
4. 수업방법 : 잡지 광고요리촬영의 현장의 이론적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작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활용
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81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잡지광고요리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잡지 광고요리의 레이아웃 설정 및 촬영의뢰서 

작성에 대한 학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잡지
 -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익히기
 - 컨셉에 맞는 레이아웃 설정방법
 - 촬영의뢰서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실습
4. 수업방법 : 잡지 광고의 기획, 섭외, 시안상의 촬영의뢰, 메

뉴선정, 촬영순서에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사용하는 
기자와의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촬영의뢰서를 활용하여 기
획하고 디자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81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잡지광고요리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잡지 광고요리의 레이아웃 설정 및 촬영의뢰서 

작성에 대한 학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잡지
 - 촬영의뢰서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실습
4. 수업방법 : 잡지 광고의 기획, 섭외, 시안상의 촬영의뢰, 메

뉴선정, 촬영순서에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사용하는 
기자와의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촬영의뢰서를 활용하여 기
획하고 디자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81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잡지광고요리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잡지 광고요리의 레이아웃 설정 및 촬영의뢰서 

작성에 대한 학습
3. 세부내용 :
 - 촬영의뢰서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실습
4. 수업방법 : 잡지 광고의 기획, 섭외, 시안상의 촬영의뢰, 메

뉴선정, 촬영순서에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사용하는 
기자와의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촬영의뢰서를 활용하여 기
획하고 디자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81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81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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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

1

1. 강의주제 : 요리책 촬영의 이해_ e-book
2. 강의목표 : 요리책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요리책(e-book 포함)
 - 단행본뿐만 아닌 e-book 요리책의 기획
 - 요리책의 제작과정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 ~ 185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요리책 촬영의 이해_ e-book
2. 강의목표 : 요리책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요리책(e-book 포함)
 - 요리책의 주제와 식재료를 주고 그에 맞는 요리책의 기획

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요리책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 ~ 185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요리책 촬영의 이해_ e-book
2. 강의목표 : 요리책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요리책(e-book 포함)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요리책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 ~ 185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요리책 촬영의 이해_ e-book
2. 강의목표 : 요리책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요리책(e-book 포함)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요리책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 ~ 185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 ~ 185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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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주

1

1. 강의주제 : 지면광고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지면광고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지면광고
 - 패키지 스타일링에 대한 이해
 - 패키지 촬영의 제작과정이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 ~ 18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지면광고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지면광고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지면광고
 - 팀별로 제품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미션을 주고 그에 

맞는 제품 패키지 기획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지면광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
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 ~ 18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지면광고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지면광고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인쇄매체_ 지면광고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지면광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
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 ~ 18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지면광고 촬영의 이해
2. 강의목표 : 지면광고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인쇄매체_ 지면광고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지면광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
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 ~ 18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 ~ 18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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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외식업체의 메뉴판(메뉴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외식업체의 메뉴판(키오스크 포함)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에 대한 이해
 - 메뉴북 제작과 촬영 과정이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중간고사 안내

2

1. 강의주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

제과정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외식업체의 메뉴판(키오스크 포함)
 - 팀별로 외식업체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미션을 주고 그

에 맞는 메뉴북 기획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메뉴북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

제과정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외식업체의 메뉴판(키오스크 포함)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메뉴북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외식업체의 메뉴판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

제과정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쇄매체_ 외식업체의 메뉴판(키오스크 포함)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메뉴북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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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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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심화 인쇄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1주 ~ 6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
3. 세부내용 : 
 1) 기획서 작성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2

1. 강의주제 : 심화 인쇄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1주 ~ 6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을 통한 실습
3. 세부내용 : 
 1) 기획서를 통한 실습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통한 실제 실습을한다.

4. 수업방법 : 인쇄매체 촬영에 대한 실제 실습을 통해 창의
성과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심화 인쇄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1주 ~ 6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을 통한 실습
3. 세부내용 : 
 1) 기획서를 통한 실습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통한 실제 실습을한다.

4. 수업방법 : 인쇄매체 촬영에 대한 실제 실습을 통해 창의
성과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심화 인쇄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1주 ~ 6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을 통한 실습
3. 세부내용 : 
 1) 기획서를 통한 실습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통한 실제 실습을한다.

4. 수업방법 : 인쇄매체 촬영에 대한 실제 실습을 통해 창의
성과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 ~ 192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인쇄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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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영상매체와 CF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영상매체에 대한 이해와 CF요리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CF
 - CF 촬영에 대한 이해
 - CF 제작과 촬영 과정이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19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CF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CF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CF
 - 팀별로 기존의 CF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미션을 주고 

그에 맞는 CF촬영 기획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CF요리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19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CF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CF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CF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CF요리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19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CF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CF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해

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CF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CF요리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19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198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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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방송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방송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방송
 - 방송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 방송 제작과 촬영 과정이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9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방송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방송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방송
 - 팀별로 방송 컨셉(임의의 촬영협조문)이라는 미션을 주고 

그에 맞는 방송 촬영 기획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방송요리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
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9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방송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방송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방송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방송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

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9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방송요리 촬영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방송요리 촬영의 트랜드 분석 및 실제과정 이

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영상매체_ 방송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방송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

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9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9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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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심화 영상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9주 ~ 10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
3. 세부내용 : 
 1) 기획서 작성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2

1. 강의주제 : 심화 영상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9주 ~ 10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을 통한 실습
3. 세부내용 : 
 1) 기획서를 통한 실습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통한 실제 실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영상매체 촬영에 대한 실제 실습을 통해 창의
성과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심화 영상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9주 ~ 10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을 통한 실습
3. 세부내용 : 
 1) 기획서를 통한 실습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통한 실제 실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영상매체 촬영에 대한 실제 실습을 통해 창의
성과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심화 영상매체 아이템별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9주 ~ 10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아이템 기획을 통한 실습
3. 세부내용 : 
 1) 기획서를 통한 실습
 - 팀별 Prop, Food art, Free imge 등 각각의 요소와 상황을 

팀별로 분석하고 기획, 시안작업 촬영을 통해 팀만의 기획
서를 통한 실제 실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영상매체 촬영에 대한 실제 실습을 통해 창의
성과 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 ~ 203

2. 주교재 목차
1) 푸드스타일리스트 촬

영실무
 - 영상매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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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포트폴리오 작성법
2. 강의목표 :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 이해
3. 세부내용 :
 1) 포트폴리오 개념
 - 전략
 - 작품 중심
 - PR도구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6 ~ 203

2. 주교재 목차
1) 포트폴리오 작성법
 - 포트폴리오 개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포트폴리오 작성법
2. 강의목표 : 포트폴리오의 중요성과 구성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포트폴리오 중요성
 - 창의성, 철학, 독창적인 창작능력
 - 자기 홍보
 2) 포트폴리오의 구성
 - 개인 자료집용
 - 취업용
 - 홍보용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9 ~ 213

2. 주교재 목차
1) 포트폴리오 작성법
 - 포트폴리오 중요성
 - 포트폴리오의 구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포트폴리오 작성법
2. 강의목표 :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내용
 - 전략
 - 컨셉
 - 스킬
 - 상품성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4 ~ 220

2. 주교재 목차
1) 포트폴리오 작성법
 -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내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포트폴리오 작성법
2. 강의목표 :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포트폴리오 분류에 대한 이해
 - 바인더북, 박스와 낱장형식, 스토리보드형식, 우송형식, 책 

형식, 멀티미디어 형식 등
 2) 포트폴리오 제작준비
 - 파일링, 구상,
 -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작성법
 - 포트폴리오 제작과정이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4 ~ 220

2. 주교재 목차
1) 포트폴리오 작성법
 -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내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5

1. 강의주제 : 포트폴리오 실제 사례 보기
2. 강의목표 : 포트폴리오의 실제 샘플을 보고 학습
3. 세부내용 :
 1) 선배들의 실제 포트폴리오 샘플 비교 
4. 수업방법 : 시청각 자료와 샘플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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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인플루언
서활용

2. 강의목표 : 외식기업들의 인플루언서 활용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외식기업들의 인플루언서 활용 메뉴 촬영의 트렌드 분석 

및 실제촬영실습
 -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활용한 사례를 통한 활용방법의 이

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과제물 제출
4. 기말고사 안내

2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인플루언
서 활용

2. 강의목표 : 외식기업들의 인플루언서 활용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플루언서 활용 
 - 외식기업의 특색을 파악하고 인플루언서의 입장이 되어 촬

영 기획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실

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기획 및 
요리, 촬영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인플루언
서 활용

2. 강의목표 : 외식기업들의 인플루언서 활용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플루언서 활용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실

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기획 및 
요리, 촬영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인플루언
서 활용

2. 강의목표 : 외식기업들의 인플루언서 활용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인플루언서 활용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실

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기획 및 
요리, 촬영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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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2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3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4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5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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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푸드 플랫

폼 어플

2. 강의목표 : 푸드플랫폼 어플에 업로드하는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푸드플랫폼 어플에 업로드하는 메뉴 촬영의 트렌드 분석 

및 실제촬영실습
 - 푸드플랫폼 어플에 업로드하는 메뉴의 사례를 통한 이해와 

실습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강의세부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시청각 자료와 

실물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성적 열람기간 및 방법안
내

2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푸드 플랫

폼 어플

2. 강의목표 : 푸드플랫폼 어플에 업로드하는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푸드플랫폼 어플 메뉴 촬영
 - 팀별 좋아하는 푸드 플랫폼을 선정하여 광고요리 제안 촬

영 기획서 작성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푸드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실

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기획 및 
요리, 촬영스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3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푸드 플랫

폼 어플

2. 강의목표 : 푸드플랫폼 어플에 업로드하는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푸드플랫폼 어플 메뉴 촬영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 푸드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기획 및 요리, 촬영스
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4

1. 강의주제 : 트랜디한 광고요리 스타일링 촬영1_ 푸드 플랫

폼 어플

2. 강의목표 : 푸드플랫폼 어플에 업로드하는 메뉴 및 제품 
촬영에 대한 이해와 실습

3. 세부내용 : 
 1) 푸드플랫폼 어플 메뉴 촬영
 - 작성된 기획대로 실습
4. 수업방법 : 
- 푸드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실제 기획서와 

기획서대로의 연출 실습을 함으로써 기획 및 요리, 촬영스
킬을 키운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5

1. 강의주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과 강의실 정리 및 청
소

2. 강의목표 : 결과물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향상
3. 세부내용 : 
 1) 학습자가 실제로 기획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준다.
 2) 학습자별 자리를 정리 정돈한다. 
4. 수업방법 : 학습자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업내용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총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잡지, 스케
치북, 가위, 풀, 연필, 색
연필, 조리도구, 연출식기, 
카메라, 조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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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참고자료, 영상자료,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

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자 시연

- 올바르고 정확한 시연을 통해 실습절차와 방법을 학습할 수 있

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이론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주차별 내용에 대해 실습함으로써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피드백 및 학습자 참여유도

- 완성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교수자가 리뷰

함으로써 작품성을 향상시킨다.

- SNS를 적극 활용하여 보완점을 피드백하고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토론

- 토론을 통해 창의성과 대중성을 증진하고 작품성 및 학습내용

의 이해력을 높인다.

7. 과제 피드백

- 학습자가 작성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1. 주교재

- 유한나 외 – 2018 – 푸드스타일링 - 백산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외국잡지, 사이트, 현장의 실제 기획서 등 다양

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관련 동영상 자료를 통해 현장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레시피와 응용자료, 디자인, 드

로잉, 기획서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동기부여,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 시안작업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외국 사이트 및 교재를 

수업 전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본인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실제 취업현장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의  관심도를 고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