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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꽃작품표현실습Ⅰ

교 재 한국화훼장식학회 - 2016 - 플로리스트를 위한 화훼장식학 – 부민문화사

학 점 3

강 의 시 간 4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식물을 주재료로 조형하는 전통적인 꽃 예술 표현을 연습하고, 

꽃 예술 표현의 기초 기술에 대한 실습을 통해 꽃 작품 표현

의 단계적 과정에 대한 적응력과 3차원 공간에서의 조형 능력

을 기른다. 꽃 작품 표현은 식물을 사용해서 높이, 넓이, 깊이

를 가진 입체적인 구성물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을 입

체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표현해본다. 가지

와 잎, 꽃 등의 식물재료가 수반과 공간적 비율과 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미적 원리에 입각하여 실습한다. 꽃 작품표현의 

형태나 공간성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화형

법(수반)을 익힌다. 이에 따라 수반 위에 식물을 꽂아 3차원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화훼장식을 할 수 있다.

화예는 식물을 주재료로 하는 조형예술로서 화예작품은 오브

제적 작품에서부터 공간적 연출로 이어지며, 다양한 환경조건 

속에서 창의적이고 조형적인 표현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전통적인 꽃 예술 표현과 꽃 예술 표현의 기초 기술을 익힌

다.

2. 꽃 작품 표현의 단계적 과정과 3차원 공간에서의 조형 디자

인을 익힌다.

3. 식물의 가지, 잎, 꽃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작품의 높이, 넓

이, 깊이가 공간에 잘 조화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

4. 전통 꽃 예술 표현방법부터 현대조형에 이르는 미적 다양성

을 이해한다.

5. 최종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훈련하고 창의적인 표현력을 함양하여 

융복합적인 화훼장식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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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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의 의의
2. 강의목표 : 화훼장식의 개념과 속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강의 계획서 및 교재 안내
 2) 출석 및 시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3) 화훼장식의 개념
 4) 화훼장식의 속성
4. 수업방법 : 교과목에 대한 학습목표와 주차별 강의진행방

법, 평가방법, 출결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화훼장식의 기
본 개념과 속성에 대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10~18)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의의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서양의 유럽, 중세, 근대, 현

대 화훼장식의 시대별 장식
방법과 장식표현에 대해 자
료조사 및 분석, 작성하여 발
표.

 - 제출 : 12주차 수업일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기능과 직업전망
2. 강의목표 : 화훼장식의 다양한 기능을 직업전망에 대해서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장식적 기능, 건축적 기능
 2) 심리적 기능, 환경적 기능
 3) 교육적 기능, 치료적 기능, 경제적 기능
 4) 화훼장식과 직업전망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18~22)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기능
 - 화훼장식과 

직업전망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화훼장식 꽃다발 01
2. 강의목표 : 화훼장식의 기본이 되는 꽃다발의 개념과 유

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꽃의 역할에 따른 구분 
 2) 꽃다발의 유형
4. 수업방법 : 꽃의 역할에 따른 분류와 꽃다발의 활용에 대

하여 주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53~54)

2. 주교재 목차
 - 꽃다발

* 실습
 - 화훼장식 꽃다발 01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화훼장식 꽃다발 01
2. 강의목표 : 꽃다발을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꽃다발 설명 및 시연
 2) 꽃다발 제작
 3) 평가
4. 수업방법 : 꽃다발의 제작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결과물

을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53~54)

2. 주교재 목차
 - 꽃다발

* 실습
 - 화훼장식 꽃다발 01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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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역사
2. 강의목표 : 동양의 화훼장식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

기까지의 시대별 장식방법과 장식표현의 전반적인 흐름
을 파악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동양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수업방법 : 동양 한국, 중국, 일본의 화훼장식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주교재의 내용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33)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역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역사
2. 강의목표 : 서양의 화훼장식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

기까지의 시대별 장식방법과 장식표현의 전반적인 흐름
을 파악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유럽
 2) 미국
4. 수업방법 : 서양 유럽과 미국의 화훼장식의 역사를 알

아보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주교재의 내용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3~48)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역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웨스턴화훼장식_수평형 01
2. 강의목표 : 웨스턴화훼장식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웨스턴화훼장식의 개념과 역사
 2) 웨스턴화훼장식의 유형과 활용
4. 수업방법 : 웨스턴화훼장식 수평형의 개념과 다양한 유

형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3~74)

2. 주교재 목차
 - 웨스턴화훼장식 수평

형

* 실습
 - 웨스턴화훼장식 01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웨스턴화훼장식_수평형 01
2. 강의목표 : 웨스턴화훼장식의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웨스턴화훼장식 수평형 설명 및 시연
 2) 웨스턴화훼장식 수평형 제작
 3) 평가
4. 수업방법 : 웨스턴화훼장식 수평형의 제작방법에 대하

여 강의하고 결과물을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3~74)

2. 주교재 목차
 - 웨스턴화훼장식 수평

형

* 실습
 - 웨스턴화훼장식 01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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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분류
2. 강의목표 : 배치공간에 따라 실내장식과 실외장식으로 

구분되는 화훼장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실내 화훼장식
 2) 실외 화훼장식
4. 수업방법 : 공간과 장소에 따른 화훼장식의 종류와 특

징의 이해를 위하여 주교재와 자료를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0~53)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분류
2. 강의목표 : 배치공간에 따라 실내장식과 실외장식으로 

구분되는 화훼장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절화장식
 2) 분화장식
 3) 가공화장식
4. 수업방법 : 화훼의 종류, 특성, 관리의 기본을 이해시키

고 창의성과 표현능력을 활용하여 장식물 제작, 설치, 
유지 관리 하는 것에 직접 참여해보게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3~65)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분화장식_다육식물 심기 01
2. 강의목표 : 분화장식의 개념과 다양한 활용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분화장식의 개념
 2) 분화장식 다양한 유형과 활용
4. 수업방법 : 크란츠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과 활용에 대

한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0~62)

2. 주교재 목차
 - 분화장식 다육식물 

심기

* 실습
 - 분화장식 다육식물 심

기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분화장식_다육식물 심기 01
2. 강의목표 : 분화장식_다육식물 심기의 제작방법을 이해

하고 디자인 계획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분화장식_다육식물 제작방법설명
 2) 제작
 3) 평가
4. 수업방법 : 분화장식_다육식물 심기의 제작방법을 설명

하고, 학습자가 디자인한 분화장식_다육식물 심기를 제
작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0~62)

2. 주교재 목차
 - 분화장식 다육식물 

심기

* 실습
 - 분화장식 다육식물 심

기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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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분류
2. 강의목표 : 주거공간, 사무공간, 상업공간 등 장식할 공

간을 구분하고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공간 연출 분류
 1) 생활공간의 연출
 2) 이벤트 연출
4. 수업방법 : 공간에 따른 연출에 대하여 주교재를 위주

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5~70)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분류
2. 강의목표 : 한국, 웨스턴, 유러피안, 현대에 이르는 화훼

장식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화훼장식의 표현양식과 형태분류
1) 한국 화훼장식의 형태
2) 웨스턴 화훼장식의 형태
3) 유러피언 화훼장식의 형태
4) 현대 화훼장식의 형태
4. 수업방법 : 한국, 웨스턴, 유러피안, 현대에 이르는 화훼

장식의 형태와 특징을 주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
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1~89)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표현양식

과 형태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한국 꽃꽂이
2. 강의목표 : 한국꽃꽂이의 개념과 다양한 활용을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1) 한국꽃꽃이의 개념
 2) 한국꽃꽂이의 유형
4. 수업방법 : 한국꽃꽂이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
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가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 실습
 - 한국 꽃꽂이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한국 꽃꽂이의 제작
2. 강의목표 : 한국 꽃꽂이의 유형별 제작방법을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한국 꽃꽂이 제작방법설명
 2) 제작
 3) 평가
4. 수업방법 : 한국 꽃꽂이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학습자

가 디자인한 한국 꽃꽂이를 제작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가 강의교안

2. 주교재 목차
 - 교수자 강의교안

* 실습
 - 한국 꽃꽂이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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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분류
2. 강의목표 :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

하게 적용하는 기법을 배우게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법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의 분류
 1) 베이싱 기법
 2) 소재 결합 기법
 3) 시각적 움직임의 증강 기법
4. 수업방법 :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

하게 적용하는 기법을 주교재와 적용된 작품을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94)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분류
2. 강의목표 :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

하게 적용하는 기법을 배우게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법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집단화 기법
 2) 테크닉을 가미한 기법
 3) 잎의 이용 기법
 4) 와이어링 기법
4. 수업방법 :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

하게 적용하는 기법을 주교재와 적용된 작품을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4~101)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파베를 활용한 플라워박스
2. 강의목표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 파베의 다양한 활용

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 파베
 2)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 파베를 활용한 예시
4. 수업방법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 파베의 다양한 유형

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주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의 분류

* 실습
 - 파베를 활용한 플라워

박스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파베를 활용한 플라워박스
2. 강의목표 : 다양한 표현을 위한 테크닉의 기법과 방법

을 숙지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파베기법을 활용한 작품제작
 2) 평가
4. 수업방법 : 화훼장식품 제작기법 - 파베 기법을 활용한 

플라워박스를 제작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

2. 주교재 목차
 - 파베

* 실습
 - 파베를 활용한 플라워

박스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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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소재 및 자재
2. 강의목표 : 화훼소재 중 절화소재의 특징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절화장식
 1) 절화 소재의 선택
 2) 절화 소재의 특성
4. 수업방법 : 다양한 종류의 절화소재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용할 조건에 맞는 절화를 선택하기 위한 주의점등의 
사항을 주교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PPT로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116)

2. 주교재 목차
 - 절화 소재의 선택
 - 절화 소재의 특성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소재 및 자재
2. 강의목표 : 화훼소재 중 절화소재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절화장식
 1) 절화 소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절화 소재의 취급 요령
4. 수업방법 : 절화 소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절화 소재를 사용할 때 다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재별 취급 요령에 대해서 주교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PPT로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116)

2. 주교재 목차
 - 절화 소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절화 소재의 취급 요

령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2. 강의목표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형태와 선적 

디자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형태와 선적 디자인 제작기법
 2) 형태와 선적 디자인 제작기법을 활용한 작품예시
4. 수업방법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기

법의 다양한 유형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3~84)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선적 디자인

* 실습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2. 강의목표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표현을 

위한 테크닉의 기법과 방법을 숙지하여 제작할 수 있
다.

3. 세부내용 :
 1)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작

품제작
 2) 평가
4. 수업방법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작

하고,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3~84)

2. 주교재 목차
 - 형태와 선적 디자인

* 실습
 - 라인소재와 폼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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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주

1

1. 강의주제 : 분식물 장식과 소재의 종류
2. 강의목표 : 분다양한 종류의 분식물을 이용과 형태에 

따라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분식물 소재의 선택
 2) 이용에 따른 분류
 3) 형태에 따른 분류
4. 수업방법 : 학습자에게 분식물의 식생적 조형적 특징을 

설명하여,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분식물의 선택이 이루
어지도록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6~125)

2. 주교재 목차
 - 분식물 소재의 선택
 - 분식물 소재의 종류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분식물 소재의 관리와 비식물 소재
2. 강의목표 : 분화류의 이용에 따른 분류와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고 광선, 온도, 토양, 수분, 시비 등 관리
요령을 터득하고, 식물소재 이외의 다양한 비식물 소재
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광선 / 돈도 / 토양/ 물관리 / 시비
 2) 형태에 따른 분류
4. 수업방법 : 학습자에게 화훼장식을 구성하는 식물소재

의 특성에 따른 관리와 각종 부소재들의 사용방법을 설
명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6~144)

2. 주교재 목차
 - 분식물 소재의 관리
 - 비식물 소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심기
2. 강의목표 : 분식물장식에 쓰이는 식물의 특성에 따른 

심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분식물 심는법
4. 수업방법 : 분식물장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엽식물 

심는 법과 실내 연출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예
시를 주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6 - 118)

2. 주교재 목차
 - 분식물장식
 - 실내관엽식물

* 실습
 -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

심기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심기
2. 강의목표 :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을 심고 관리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심기
 2) 평가
4. 수업방법 :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을 심고, 관리법과 연

출법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6 - 118)

2. 주교재 목차
 - 분식물장식
 - 실내관엽식물

* 실습
 - 분식물장식 - 관엽식물

심기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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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요소와 원리
2. 강의목표 :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장식적이고 기

능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는 조형 활동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디자인 요소
 1) 점/ 선 
 2) 면 / 형태
 3) 공간 / 질감
 4) 색채
4. 수업방법 : 화훼조형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요소

를 이해하도록 주교재와 디자인요소가 적용된 작품예시
를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6~169)

2. 주교재 목차
 - 디자인 요소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요소와 원리
2. 강의목표 : 
3. 세부내용 :디자인 원리
 1) 구성 / 비율 / 균형
 2) 강조 / 조화 / 리듬
 3) 통일 / 대비
4. 수업방법 : 화훼조형작품을 이루는 조형원리의 이해를 

위해 디자인 원리를 이해하고 주교재와 다양한 예시작
품을 통해 설명하고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178)

2. 주교재 목차
 - 디자인 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현대 유러피언 스타일 - 평면구성
2. 강의목표 : 현대유러피언 스타일중 평면구성을 통하여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을 구상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이해
 2)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이해를 통한 표현유형
 3) 평면구성작품제작 구상
4. 수업방법 : 현대 유러피언 스타일 - 평면구성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디자인요소와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
교재와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
하여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5)

2. 주교재 목차
 - 현대유러피언스타일

의 종류

* 실습
 - 현대 유러피언 스타일 

- 평면구성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현대 유러피언 스타일 - 평면구성
2. 강의목표 : 현대유러피언 스타일중 평면구성을 통하여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통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평면구성작품제작
 2)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의도발표
 2)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통한 평가
4. 수업방법 : 현대 유러피언 스타일 - 평면구성의 작품을 

제작하고 , 디자인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의도를 
설명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5)

2. 주교재 목차
 - 현대유러피언스타일

의 종류

* 실습
 - 현대 유러피언 스타일 

- 평면구성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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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과 공간연출 프로세스 및 관리
2. 강의목표 : 디자인의 개념과 화훼장식이 이루어지는 프

로세스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디자인 방법론과 프로세스의 이해
 2)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개념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이 갖는 디자인적 특성과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의미
를 예시결과물을 통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0~184)

2. 주교재 목차
 - 디자인 방법론과 프

로세스의 이해
 -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개념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과 공간연출 프로세스 및 관리
2. 강의목표 : 개념화, 아이디어구상, 계획 등의 과정의 이

해를 통해 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개념과 콘셉트
 1) 화훼장식 디자인 콘셉트
 2)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실제
4. 수업방법 : 개념화, 아이디어구상, 계획 등의 전체 프로

세스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설정하여 제시
하고 문제분석, 자료조사, 개념디자인, 디자인선택, 계획
의 구체화, 계획의 상세화, 완성의 과정을 계획하고 프
레젠테이션 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0~184)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 디자인 콘

셉트
 -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실제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도면제작
2. 강의목표 : 다양한 종류의 도면을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도면에 대한 이해
 2) 도면의 종류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을 통한 공간연출에서 기획한 디자

인의 구체와 이전에 제작되는 도면의 종류를 제시하고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0~184)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개념과 콘셉트

* 실습
 - 도면제작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도면제작
2. 강의목표 : 계획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그릴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디자인작품에 대한 도면제작
 2) 공간을 위한 도면제작
4. 수업방법 : 디자인작품과 공간연출의 시각화를 위한 도

면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0~184)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 프로세스의 

개념과 콘셉트

* 실습
 - 도면제작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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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과 공간연출 프로세스 및 관리
2. 강의목표 : 플라워샵 상품의 용도를 분석한 다음 트렌

드를 분석하고 디자인의 방향을 채택하여 제작 및 판매
를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하며, 다양한 이벤트의 경우에 
맞추어서 디자인의 단계별 구상과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플라워 샵 상품
 2) 이벤트 상품
4. 수업방법 : 플라워샵 상품과 이벤트 상품의 기획 프로

세스를 이해하고, 상품디자인 프로세스와 이벤트 상품
의 프로세스를 직접 참여하여 매뉴얼화 하는 과정을 이
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4~195)

2. 주교재 목차
 - 플라워 샵 상품
 - 이벤트 상품

* 실습
 - 플라워샾 상품 구상, 제

작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과 공간연출 프로세스 및 관리
2. 강의목표 : 웨딩장식의 스타일과 매뉴얼 기획을 이해하

고 계획하며, 실내공간에서의 화훼장식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공간과 조건에 맞는 디자인 및 시공 유지관리
까지를 계획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웨딩장식의 매뉴얼
 2) 실내공간에서의 화훼장식
4. 수업방법 : 웨딩장식의 매뉴얼 기획을 이해하고 공간과 

조건에 맞는 실내공간 화훼장식을 디자인하고 시공 유
지관리까지의 과정을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5~209)

2. 주교재 목차
 - 웨딩장식의 매뉴얼
 - 실내공간에서의 화훼

장식

* 실습
 - 이벤트 상품 구상, 제작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웨딩장식
2. 강의목표 : 웨딩장식의 종류를 이해하고 스타일에 따른 

기획을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웨딩장식 스타일별 특징
 2) 웨딩장식 스타일에 따른 기획&메뉴얼 작성
4. 수업방법 : 로맨틱, 모던, 내추럴 웨딩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획하여 매뉴얼을 작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5~209)

2. 주교재 목차
 - 웨딩장식의 매뉴얼

* 실습
 - 웨딩장식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웨딩장식
2. 강의목표 : 기획한 웨딩스타일을 의도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기획한 웨딩장식 스타일 연출
 2) 웨딩장식 스타일 평가
4. 수업방법 : 기획한 웨딩스타일을 기획의도에 맞게 연출

하고 기획의도가 디자인의도를 설명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5~209)

2. 주교재 목차
 - 웨딩장식의 매뉴얼

* 실습
 - 웨딩장식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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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2. 강의목표 : 유통측면에서 본 화훼의 특징과 절화, 분화, 

화훼장식품의 유통을 통해 유형을 배우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화훼장식과 유통
 2) 화훼장식 경영체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의 유통과 유통경로의 이해와 화훼

장식 경영체의 다양한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도록 다양
한 유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2~219)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2. 강의목표 : 유통측면에서 본 화훼의 특징과 절화, 분화, 

화훼장식품의 유형을 배우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알아
보고 이해하며, 화훼장식의 판매관리에 관한 마케팅 활
동을 분석, 계획, 집행,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획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화훼장식 경영체
 1) 오프라인과 온라인
 2) 화훼장식업체의 창업
 3) 판매관리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영체와 

화훼장식업체의 창업에 대해 설명하고, 진열의 요령, 전
시형태,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9~226)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업체의 창업 - 상품전략
2. 강의목표 : 화훼장식업체의 장업을 계획하고 상품을 구

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화훼장식업체의 창업 구상
 2) 상품구상&발표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업체의 창업을 구상하고, 판매를 위

한 상품을 구상하고 발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1~222)

2. 주교재 목차
 - 상품전략

* 실습
 - 화훼장식업체의 창업 - 

상품전략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1. 강의주제 : 화훼장식업체의 창업 - 진열
2. 강의목표 : 화훼장식업체의 창업을 계획하고 구상한 상

품의 효과적인 진열을 계획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화훼장식업체의 상품의 진열구상
 2) 진구상&발표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업체의 상품을 진열할 방법과 전시

형태, 진열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구상하고 발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3~224)

2. 주교재 목차
 - 진열

* 실습
 - 화훼장식업체의 창업 - 

진열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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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2. 강의목표 : 화훼장식의 실행을 위한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고 공간성격 및 마켓 포지셔닝, 예산규모, 장식 
내용과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화훼장식의 실행을 
위한 견적과 원가계산 등의 제작 및 장식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설정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의의 / 진행과정 / 입찰제도
 2) 견적 /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 제작 및 장식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의 실행과 진행과정, 입찰제도에 대

해 이해하고, 화훼장식실행의 과정 중 견적의 종류와 
원가계산과 예정가격을 직접 산정해보아 실무에 필요한 
개념을 학습자가 습득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7~232)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2. 강의목표 : 화훼장식경영에서 고객관리와 화훼장식 경

영분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분류와 실제에 대해 알아
보고 반영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고객관리
 1) 고객관리
 2) 경영분석
4. 수업방법 : 고객관리의 유형과 구매동기를 이해하고 다

양한 고객관리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
한 방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며, 화훼장식 사업의 경영을 
위한 경영분석의 필요성과 실제와 반영에 대해 이해하
도록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2~239)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유통과 

경영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견적
2. 강의목표 : 공사비의 견적 산출을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행사와 예산을 설정
 2) 견적서 작성
4. 수업방법 : 가상의 공사를 설정하고 예산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맞춘 견적서 작성을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9~231)

2. 주교재 목차
 - 견적

* 실습
 - 견적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고객서비스
2. 강의목표 : 다양한 유형의 고객서비스를 이해하고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고객서비스의 역할극 설정
 2) 역할극을 통한 실습
4. 수업방법 : 다양한 고객서비스 상활을 설정하고 역할극

을 통한 실습을 실행하여,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피드백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5~236)

2. 주교재 목차
 - 고객서비스

* 실습
 - 고객서비스 실습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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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평가기준
2. 강의목표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화훼장식 기능사와 

화훼장식 기사의 국가 기술자격 시험에서 절대평가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학습자의 평가를 돕기 위한 과정
이다.

3. 세부내용 
 1) 평가의 뜻과 의의
 1) 평가의 분류
 2) 평가의 방법
4. 수업방법 : 화훼장식의 평가의 뜻과 의의, 다양한 평가

의 분류와 방법을 설명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0 ~241)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평가기준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훼장식의 평가기준
2. 강의목표 : 화훼장식 기능사와 기능경기대회의 평가기

준을 이해하고 기술적 조형적 기준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1) 국가기술자격의 평가 방법
 2) 기능경기대회의 평가
4. 수업방법 : 화훼장식기능사와 기능경기대회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구성, 색채, 아이디어, 기술 항목으로 구성
된 채점 기준을 설명하고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해 토론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53)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의 평가기준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화훼장식기사 구상도
2. 강의목표 : 화훼장식기사의 구상도를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화훼장식기사 구상도 제작방법
 2) 평가
4. 수업방법 : 화훼장식기사 구상도의 개념과 제작방법에 

대해 주교재와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통해 강의하고 완
성된 구상도에 대해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3)

2. 주교재 목차
 - 화훼장식기사 구상도

* 실습
 - 화훼장식기사 구상도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채점표
2. 강의목표 : 국가기술자격과 기능경기대회의 평가기준을 

이해하고 채점표를 제작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채점표제작
 2) 설명&토론
4. 수업방법 : 자격시험과 경기대회의 평가기준을 주교재

와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통해 강의하고, 제작한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8)

2. 주교재 목차
 - 채점표의 예

* 실습
 - 채점표제작

1. 학습자료
 - 주교재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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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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PPT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절차와 방법

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해 직업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플라워디자

인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 이해도를 높인다.

6. 발표

- 실습 작품 발표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발표에 대해 구체

적으로 피드백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사진자

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한국화훼장식학회 - 2016 - 플로리스트를 위한 화훼장식학 – 

부민문화사

2. 강의 교안

- 주교재와 부교재 이외에 다양한 화예작품과 예시자료, 응용연출 

사례의 다양한 사진자료를 시각화하여 PPT자료로 제시하여 교재

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최신 인터넷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각

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내용을 체계화 시키도록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 

5. 참고자료

- 수업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학습

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참여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