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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이벤트와화예연출

교 재 제인 패커-2016-Jane Packer's Flower Course-시공사

학 점 3

강 의 시 간 4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각종 이벤트에 효과적인 화예연출을 위한 창조적·예술적 표

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벤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벤트

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를 표현한다. 또한 다각적인 연출방법

을 통해 각종 이벤트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연마한

다. 각 이벤트의 성격과 주제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어진 공

간 분석을 바탕으로 화훼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결혼식, 

사업장, 장례식, 성탄절, 개업식 등과 같은 이벤트에 필요한 

화훼장식 기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에 적합한 화예작품을 연출할 수 있다.

산업 성장에 따라 점점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의 이벤트는 
각각 그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격의 화예연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각종 이벤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기획, 운영, 연출 등에 대

해 학습하여 다양한 이벤트의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연출이 가

능하도록 한다. 

2.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공간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서 

효과적인 화예연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화예연출을 위한 다양한 표현방법과 매체와의 응용을 통한 창조

적, 예술적 표현 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조성과 

독창성을 표현되도록 한다. 

4. 최종적으로 이벤트의 다양한 성격과 주제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어진 공간을 분석하여 화훼식물을 이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벤트 화예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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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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이벤트에서 화예연출의 중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안내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1

2. 주교재 목차
 - BUYING 

FLOWERS
 - 

CONDITIONIN
G AND 
REVIVING

 - ESSENTIAL 
EQUIPMENT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작품 : 포트폴리오
 - 제출 : 13주차
 - 발표 : 13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PPT, 한글, 수량등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안내

2

1. 강의주제 : 화예 연출의 기초
2. 강의목표 : 화예 연출 기초의 이해
3. 세부내용 : 
1. 화예 연출의 기초
  1) 꽃 구입 방법   
  2) 컨디셔닝 및 손질 방법
  3) 화예 도구 및 사용 방법   
4. 수업방법 
-  꽃구입 방법과 컨디셔닝 및 손질방법, 화예도구의 사용방법 

등의 화예연출 기초에 대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1

2. 주교재 목차
 - BUYING 

FLOWERS
 - 

CONDITIONIN
G AND 
REVIVING

 - ESSENTIAL 
EQUIP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이벤트와 화예연출
2. 강의목표 : 화예연출의 중요성과 디자인요소
3. 세부내용 
2. 이벤트와 화예연출
  1) 이벤트에서 화예 연출의 중요성
  - 다양한 공간, 성격과 주제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2) 화예 연출 이론과 디자인 요소
4. 수업방법 
-  이벤트에서 화예연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화예연출에서 고

려해야하는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1

2. 주교재 목차
 - BUYING 

FLOWERS
 - 

CONDITIONIN
G AND 
REVIVING

 - ESSENTIAL 
EQUIP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이벤트와 화예연출
2. 강의목표 : 화예연출의 중요성과 디자인요소
3. 세부내용    
2. 이벤트와 화예연출
  1) 이벤트에서 화예 연출의 중요성
  2) 화예 연출 이론과 디자인 요소
4. 수업방법 
-  이벤트에서 화예연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화예연출에서 고

려해야하는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1

2. 주교재 목차
 - BUYING 

FLOWERS
 - 

CONDITIONIN
G AND 
REVIVING

 - ESSENTIAL 
EQUIP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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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 스타일링
2. 강의목표 : 파티스타일링의 기본개념과 구성요소의 이해
3. 세부내용 :
1. 파티 스타일링
  - 파티 스타일링의 기본 
  - 파티 스타일링 구성요소
4. 수업방법 
- 파티 스타일링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ppt파일을 통해 파

티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

2. 주교재 목차
 - CLASSIC FLAT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파티플라워스타일링
2. 강의목표 : 파티공간에 따른 플라워스타일링
3. 세부내용 
2. 파티 플라워 스타일링
  - 파티 공간에 따른 플라워스타일링
  - 소재별 이미지 비교 및 연출 방법 
4. 수업방법 
-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시

작자료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파티공간에 따른 다양한 플
라워 스타일링을 ppt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예시작품을 통
한 비교 및 연출방법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

2. 주교재 목차
 - CLASSIC FLAT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플랫 부케
2. 강의목표 : 플랫부케의 이해
3. 세부내용 
 1) 플랫부케 제작 실습
 - 플랫부케의 특징
 - 플랫부케 디자인 예시
4. 수업방법
-  플랫부케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시연을 통해 설명하고, ppt

자료를 통해 다양한 플랫부케 디자인작품의 예시를 통해 
분석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

2. 주교재 목차
 - CLASSIC FLAT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4

1. 강의주제 : 플랫 부케
2. 강의목표 : 플랫부케 디자인
3. 세부내용 
 1) 플랫부케 제작 실습
 - 준비된 재료를 사용하여 플랫부케 제작
 - 줄기들을 어슷어슷 엇갈리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제
작한다.
 - 완성된 플랫부케 평가
4. 수업방법 
-  플랫부케를 완성하고, 완성된 플랫부케에서 표현된 다양한 

조형적 요소의 조합과 테크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총체
적인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

2. 주교재 목차
 - CLASSIC FLAT 

BOU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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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주

1

1. 강의주제 : 프라이빗 파티
2. 강의목표 : 프라이빗 파티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1) 프라이빗 파티의 종류와 특징
   - 생일파티
   - 브라이덜 샤워 파티
   - 베이비 샤워 파티
4. 수업방법 
-  생일파티, 브라이덜 샤워파티, 베이비 샤워 파티 등의 프

라이빗 파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ppt자료와 시
각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고 분석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35

2. 주교재 목차
 - GROUPED 

HAND-TIED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핸드타이드 부케
2. 강의목표 :  핸드타이드 부케의 이해
3. 세부내용 
  1) 그룹 핸드타이드 부케의 이해
   - 특징과 제작방법
   - 핸드타이드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연출 사례
4. 수업방법
-  핸드타이드 부케가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제작방법을 

시연한다. 핸드타이드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연출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핸드타이드 기법의 활용법과 연출법을 설명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35

2. 주교재 목차
 - GROUPED 

HAND-TIED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핸드타이드 부케
2. 강의목표 : 핸드타이드 부케 제작
3. 세부내용 
  1) 그룹 핸드타이드 부케 제작 실습
   -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핸드타이드 부케 제작
   - 종류별로 작은 꽃다발을 만든 후 한데 모아 하나의 부
케를 완성하는 형식으로 제작한다.
4. 수업방법 
-  준비된 재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학습한 제작방법을 통하

여 핸드타이드 부케를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35

2. 주교재 목차
 - GROUPED 

HAND-TIED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핸드타이드 부케
2. 강의목표 : 핸드타이드 부케연출
3. 세부내용
  1) 그룹 핸드타이드 부케 제작 실습 
   - 완성된 핸드타이드 부케를 공간에 연출
   - 다양한 연출방법을 연구
   - 완성된 작품과 연출 평가
4. 수업방법 
-  핸드타이드 부케를 완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간에 

연출하고, 완성된 부케와 공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기본
적인 테크닉과 디자인 및 연출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35

2. 주교재 목차
 - GROUPED 

HAND-TIED 
BOU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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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시간대별 파티 이벤트
2. 강의목표 : 시간대별 파티 이벤트의 종류와 특징 이해
3. 세부내용 :
  1) 시간대별 파티의 종류와 특징
   - 조찬파티, 브런치 파티, 런천 파티, 애프터눈 티 파티
   - 하이 티 파티, 칵테일 파티, 디너 파티, 수와레 파티
   - 애프터 디너 파티
4. 수업방법
-  조찬파티, 브런티파티, 런천파티, 애프터눈 티파티, 하이 

티파티, 칵테일파티, 디너파티, 수와레 파티, 애프터 디너파
티 등의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파티의 종류와 각각의 특
징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39

2. 주교재 목차
 - FLOWER IN LOW 

BASK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테이블 센터피스
2. 강의목표 : 테이블 센터피스의 이해
3. 세부내용 
  1) 디너파티를 위한 센터피스 제작 실습
   - 꽃과 과일을 이용한 테이블 센터피스의 이해
   - 다양한 센터피스 응용 작품 사례 연구
4. 수업방법
-  꽃과 과일을 이용한 테이블 센터피스가 가지는 특성을 설

명하고., ppt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센터피스의 작품사례를 
분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39

2. 주교재 목차
 - FLOWER IN LOW 

BASK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 
2. 강의목표 :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 제작
3. 세부내용 
 1) 테이블 센터피스 제작
  - 준비된 재료를 활용하여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를 제작한
다.
4. 수업방법 
-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를 제작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39

2. 주교재 목차
 - FLOWER IN LOW 

BASK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
2. 강의목표 :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의 연출
3. 세부내용 :
 1)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 완성
 2) 완성된 디너 센터피스에 어울리는 테이블의 연출
 3) 연출된 테이블과 디너 센터피스에 대해서 평가
4. 수업방법 
-  완성된 디너 테이블 센터피스와 어울리는 공간연출을 하

도록 하고, 센터피스와 연출된 테이블 공간에 대해서 이야
기하고, 총제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39

2. 주교재 목차
 - FLOWER IN LOW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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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장소별 파티 이벤트
2. 강의목표 : 장소별 파티 이벤트의 종류와 특징의 이해
3. 세부내용 
 1) 장소별 파티의 종류와 특징
  - 키친파티
  - 가든파티
  - 하우스 워밍 파티
4. 수업방법
- 키친파티, 가든파티, 하우스 워밍 파티 등 장소별로 이루어

지는 파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작품을 통
해 장소별 파티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다. . 

1. 주교재 페이지
 - p56~77

2. 주교재 목차
 - SIMPLE CUBE VASE
 - BUD VASES
 - SIMPLE FLARED 

VASES
 - GROUPED VASES OF 

DIFFERING HEIGHT
 - LARGE VASE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병꽂이 센터피스
2. 강의목표 : 병꽂이 센터피스의 이해
3. 세부내용 
  1) 병꽂이 센터피스의 종류와 예시
  2) 병꽃이 센터피스 제작방법
  3) 병꽃이 작품 연출 방법
  4) 다양한 응용 작품 사례 연구
4. 수업방법
-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파티에 어울리는 다양한 응

용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센터피스와 파티의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제작 실습을 위한 병꽃이 플라워의 제작방법을 
시연을 통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6~77

2. 주교재 목차
 - SIMPLE CUBE VASE
 - BUD VASES
 - SIMPLE FLARED 

VASES
 - GROUPED VASES OF 

DIFFERING HEIGHT
 - LARGE VASE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하우스 워밍 파티에 어울리는 병꽂이 센터피스
2. 강의목표 : 하우스 워밍 파티에 어울리는 병꽂이 센터피스

의 제작
3. 세부내용
 1) 병꽂이 센터피스 제작 실습  
  - 준비된 재료 사용하여 병꽂이 센터피스 제작
4. 수업방법 
- 준비된 재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파티의 성격과 어울리는 

병꽃이 센터피스가 제작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6~77

2. 주교재 목차
 - SIMPLE CUBE VASE
 - BUD VASES
 - SIMPLE FLARED 

VASES
 - GROUPED VASES OF 

DIFFERING HEIGHT
 - LARGE VASE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하우스 워밍 파티에 어울리는 병꽂이 센터피스
2. 강의목표 : 하우스 워밍 파티에 어울리는 병꽂이 센터피스

의 제작 및 평가
3. 세부내용 :
 1) 병꽂이 센터피스 제작 실습 
  - 준비된 재료 사용하여 병꽂이 센터피스 제작
  - 완성된 병꽂이 센터피스를 활용하여 하우스 워밍 파티 
테이블 연출
  - 연출된 공간과 센터피스 평가 
4. 수업방법 
-  하우스 워밍 파티를 위한 병꽂이 센터피스를 완성하고, 하

우스 워밍 파티 테이블 공간을 연출한다. 연출된 공간 전
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6~77

2. 주교재 목차
 - SIMPLE CUBE VASE
 - BUD VASES
 - SIMPLE FLARED 

VASES
 - GROUPED VASES OF 

DIFFERING HEIGHT
 - LARGE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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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타깃별 파티 이벤트
2. 강의목표 : 타깃별 파티 이벤트 종류와 특징의 이해
3. 세부내용 :
  1) 타깃별 파티 이벤트의 종류와 특징
   - 키즈 파티
   - 성인 파티
   - 실버 파티
4. 수업방법 
-  키즈파티, 성인파티, 실버파티 등의 타킷에 따른 파티 이

벤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ppt자료와 시각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8-81

2. 주교재 목차
 - TABLE ARRANG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토피어리 디자인
2. 강의목표 : 토피어리 디자인의 이해
3. 세부내용 :
  1) 토피어리 디자인의 특징
  2) 토피어리 디자인의 제작방법
  2) 볼 오아시를 이용한 다양한 화예 작품 사례 연구
4. 수업방법 
-  토피어리 디자인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시연과 함께 설명

하고, 토피어리 제작 시 사용되는 볼 오아시스의 다양한 
활용법을 다양한 작품 예시를 통해 분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8-81

2. 주교재 목차
 - TABLE ARRANG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키즈파티에 어울리는 토피어리디자인
2. 강의목표 : 키즈파티에 어울리는 토피어리 디자인 제작
3. 세부내용 
 1) 토피어리 디자인 제작 실습 
   - 준비된 재료를 사용하여 토피어리 디자인 제작 실습
4. 수업방법
-  토피어리 디자인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준비된 재료를 

사용하여 토피어리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8-81

2. 주교재 목차
 - TABLE ARRANG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키즈파티에 어울리는 토피어리디자인
2. 강의목표 : 키즈파티에 어울리는 토피어리 디자인 제작 
3. 세부내용 
 1) 토피어리 디자인 제작 실습 
   - 준비된 재료를 사용하여 토피어리 디자인 제작 실습
   - 토피어리디자인 작품을 이용한 연출
   - 완성된 토피어리 디자인작품과 연출에 대한 평가
4. 수업방법  
-  완성된 토피어리 디자인 작품을 이용하여 키즈파티에 어

울리는 공간을 연출하고, 완성된 공간과 작품에 대하여 이
야기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8-81

2. 주교재 목차
 - TABLE ARRANG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2. 중간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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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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별 파티 이벤트
2. 강의목표 : 테마별 파티 이벤트의 종류와 특징의 이해
3. 세부내용 :
  1) 다양한 테마파티 이벤트의 종류
  2) 다양한 테마파티 이벤트의 특징  
4. 수업방법 
-  테마별 파티 이벤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87

2. 주교재 목차
 - OVAL TABLE 

CENTERPIECE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long & low 방식의 이해
2. 강의목표 : 테마별 파티 이벤트의 종류와 특징, 연출 사례

를 통해 와인파티에 어울리는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
피스를 제작한다.

3. 세부내용 :
 1)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의 정의와 종류 
 2)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의 예시
4. 수업방법 
-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의 정의 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 예시를 
ppt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87

2. 주교재 목차
 - OVAL TABLE 

CENTERPIECE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와인파티에 어울리는 long & low 스타일의 센
터피스

2. 강의목표 : 와인파티에 어울리는 long & low 스타일의 센
터피스 제작

3. 세부내용 :
 1)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 제작 실습
   -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 제작 방법을 학습하고 
제작 실습해 본다.
4. 수업방법 
-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 제작 방법을 시연을 통해 

설명하고,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87

2. 주교재 목차
 - OVAL TABLE 

CENTERPIECE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와인파티에 어울리는 long & low 스타일의 센
터피스

2. 강의목표 : 와인파티에 어울리는 long & low 스타일의 센
터피스 제작 및 연출

3. 세부내용 :
 1)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 제작 실습
   -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 제작 방법을 학습하고 
제작하다.
  -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를 이용하여 와인파티 테

이블 연출
  - 센터피스와 연출테이블공간에 대한 평가
4. 수업방법
- long & low 스타일의 센터피스를 완성하고, 와인파티 테이

블을 연출한다. 완성된 공간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87

2. 주교재 목차
 - OVAL TABLE 

CENTER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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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코퍼레이트 파티 이벤트
2. 강의목표 : 코퍼레이트 파티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코퍼레이트 파티의 이해
   - 코퍼레이트 파티의 분류
   - 코퍼레이트 파티 스타일링의 기본
   - 코퍼레이트 파티 스타일링 표현 요소 
4. 수업방법 
-  코퍼레이트 파티의 분류와 스타일링의 기본을 설명하고, 

코퍼레이트 파티 스타일링의 표현요소를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97

2. 주교재 목차
 - FLORAL GARLAND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갈란드 디자인
2. 강의목표 : 갈란드 디자인 스타일의 이해
3. 세부내용 :
  1) 갈란드 디자인의 이해
   - 다양한 기법의 갈란드 제작 방법 
   - 갈란드를 이용한 다양한 연출 사례
4. 수업방법 
-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되는 갈란드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갈란드를 이용한 다양한 연출 사례를 ppt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97

2. 주교재 목차
 - FLORAL GARLAND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갈란드 디자인
2. 강의목표 : 코퍼레이트 파티에 적용되는 갈란드 디자인 제

작
3. 세부내용 :
 1) 갈란드 제작 실습
  - 갈란드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제작 실습해 본다.
4. 수업방법
- 갈란드 제작 방법을 시연과 함께 설명하고, 코퍼레이트 파

티에 어울리는 갈란드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97

2. 주교재 목차
 - FLORAL GARLAND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갈란드 디자인
2. 강의목표 : 코퍼레이트 파티에 적용되는 갈란드 디자인 제

작 및 연출
3. 세부내용 :
 1) 갈란드 제작 실습
  - 갈란드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제작 실습해 본다.
  - 완성된 갈란드를 이용한 공간 연출
  - 연출된 공간과 갈란드에 대한 평가
4. 수업방법 
-  완성된 갈란드를 사용하여 코퍼페이트 파티를 연출하도록 

하고, 완성된 공간과 갈란드에 대해서 조형적 요소의 조합
과 테크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97

2. 주교재 목차
 - FLORAL GARLAND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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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리셉션 이벤트
2. 강의목표 : 리셉션 이벤트의 이해
3. 세부내용 
  1) 리셉션 이벤트의 이해
   - 리셉션 이벤트의 특징
   - 리셉션 이벤트 스타일링의 기본
   - 리셉션 이벤트에서 화예 연출의 특징
4. 수업방법
-  리셉션 이벤트의 특징, 리셉션 이벤트 스타일링의 기본과 

화예연출의 특징을 설명한다.  다양한 리셉션 이벤트 예시
를 ppt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분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1

2. 주교재 목차
 - TRADITIONAL 

REDESTAL 
ARRANGE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페더스탈 디자인
2. 강의목표 : 페더스탈 디자인의 이해
3. 세부내용 
  1) 페더스탈 디자인
   - 전통적인 페더스탈 디자인
   - 웨딩 이벤트를 위한 페더스탈 디자인
   - 페더스탈 디자인을 이용한 리셉션 연출사례
4. 수업방법
-  패더스탈 디자인의 전통적인 디자인스타일과 웨딩이벤트

를 위한 페더스탈 디자인등 다양한 리셉션 연출사례를 통
하여 패더스탈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1

2. 주교재 목차
 - TRADITIONAL 

REDESTAL 
ARRANGE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페더스탈 디자인
2. 강의목표 : 페더스탈 디자인의 제작
3. 세부내용 
 1) 페더스탈 디자인 제작 실습
  - 페더스탈 디자인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제작 실습을 한
다.
4. 수업방법 
-  페더스탈 디자인의 제작방법을 시연과 함께 설명하고, 준

비된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1

2. 주교재 목차
 - TRADITIONAL 

REDESTAL 
ARRANGEMEN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페더스탈 디자인
2. 강의목표 : 페더스탈 디자인의 제작 및 연출 
3. 세부내용 :
 1) 페더스탈 디자인 제작 실습
  - 페더스탈 디자인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제작 실습을 한
다.
 2) 완성된 페더스탈 디자인을 이용하여 공간 연출
 3) 완성된 공간과 작품에 대한 평가
4. 수업방법 
-  완성된 페더스탈 작품과 연출된 공간에 표현된 다양한 조

형적 요소의 조합과 테크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총체적
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1

2. 주교재 목차
 - TRADITIONAL 

REDEST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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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시즌 이슈 이벤트
2. 강의목표 : 시즌 이슈 이벤트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시즌 이슈 이벤트의 이해
   - 발렌타인 파티, 할로윈 파티
   - 추수감사절 파티, 졸업 파티, 신년 파티
4. 수업방법 
-  발렌타일 파티, 할로윈파티, 추수감사절파티, 졸업파티, 신

년 파티 등 시즌 이슈 이벤트에 대해서 ppt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6-113

2. 주교재 목차
 - SEASONAL WREATH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리스
2. 강의목표 : 리스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1) 리스의 의미   
  2) 리스 제작 방법 
  3) 리스를 이용한 시즌 이슈 이벤트 연출 사례 
4. 수업방법
-  리스의 의미, 특성, 제작방법을 PPt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다양한 연출 사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6-113

2. 주교재 목차
 - SEASONAL WREATH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추수 감사절 리스
2. 강의목표 :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추수 감사절 리스 제작
3. 세부내용
 1)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추수 감사절 리스 제작 실습
  - 드라이 소재를 이용하여 추수 감사절 리스를 제작해 본

다.
4. 수업방법
- 드라이 소재가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고, 추수 감사절에 어

울리는 리스를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6-113

2. 주교재 목차
 - SEASONAL WREATH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추수 감사절 리스
2. 강의목표 :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추수 감사절 리스 제작 

및 연출
3. 세부내용 
 1) 드라이 소재를 이용한 추수 감사절 리스 제작 실습
  - 드라이 소재를 이용하여 추수 감사절 리스를 제작해 본

다.
  - 추수감사절 리스를 활용한 연출
  - 작품과 연출에 대한 평가
4. 수업방법 
- 완성된 리스와 어울리도록 추수 감사절 공간을 연출하도록 

하고, 완성된 추수 감사절 리스와 연출한 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6-113

2. 주교재 목차
 - SEASONAL WREATH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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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웨딩 이벤트
2. 강의목표 : 웨딩 이벤트의 이해
3. 세부내용 
  1) 웨딩 이벤트의 종류 
  2) 웨딩 플라워의 특징
  3) 웨딩 이벤트에서 화예 연출의 특징
4. 수업방법 
-  웨딩 이벤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웨딩 이벤트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화예연출의 특징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25

2. 주교재 목차
 - WIRING FLOWERS 

AND FOLIAGE
 - CLASSIC WIRED 

BRIDAL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와이어드 웨딩 부케
2. 강의목표 : 와이어드 웨딩 부케의 이해
3. 세부내용 
  1) 소재별 와이어링 기법 
  2) 클래식 와이어드 웨딩 부케
  2) 프리젠테이션 와이어드 웨딩 부케
4. 수업방법
- 와이어드 웨딩 부케의 기법을 설명하고,, 다양한 웨딩부케

의 스타일을 예시작품을 통해서 비교하고 분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25

2. 주교재 목차
 - WIRING FLOWERS 

AND FOLIAGE
 - CLASSIC WIRED 

BRIDAL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와이어드 웨딩 부케
2. 강의목표 : 와이어드 웨딩 부케의 제작
3. 세부내용 
 1) 와이어드 웨딩 부케 디자인 제작 실습
  - 와이어드 웨딩 부케 디자인 제작실습
4. 수업방법 
- 와이어드 웨딩 부케의 제작방법을 시연과 함께 설명하고, 

와이어드 웨딩 부케 디자인를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25

2. 주교재 목차
 - WIRING FLOWERS 

AND FOLIAGE
 - CLASSIC WIRED 

BRIDAL BOUQUET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와이어드 웨딩 부케
2. 강의목표 : 와이어드 웨딩 부케의 제작
3. 세부내용 
 1) 와이어드 웨딩 부케 디자인 제작 실습
  - 와이어드 웨딩 부케 디자인 제작실습
  - 와이어드 웨딩 부케 디자인 연출 촬영
  - 와이어드 웨딩 부케 평가
4. 수업방법
- 완성된 와이어드 웨딩 부케의 조형요소와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25

2. 주교재 목차
 - WIRING FLOWERS 

AND FOLIAGE
 - CLASSIC WIRED 

BRIDAL BOUQUET

1. 학습자료
 - 주교재,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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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크리스마스 이벤트
2. 강의목표 :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이해
3. 세부내용 
  1) 크리스마스 이벤트 스타일링의 기본
  2) 크리스마스 스타일링 표현 요소
  3) 15주차 실습 테마 선정 및 안내
4. 수업방법
-  크리스마스 이벤트 스타일링의 기본을 설명하고, 표현요소

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2

1. 강의주제 : 콘쉐입 디자인
2. 강의목표 : 콘쉐입 디자인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콘 쉐입 센터피스 제작 방법 
  2) 콘 쉐입 디자인을 이용한 다양한 화예 연출 사례 
4. 수업방법
- 콘쉐입 디자인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시연과 함께 설명하고, 

다양한 화예연출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자료

3

1. 강의주제 : 콘쉐입디자인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2. 강의목표 : 콘쉐입디자인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제작
3. 세부내용 
  1)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해
  2) 콘쉐입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센터피스 제작 
4. 수업방법 
-  콘쉐입 디자인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를 위한 미니 트리를 제작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콘쉐입디자인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2. 강의목표 : 콘쉐입디자인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제작 및 연

출
3. 세부내용 
 1) 콘쉐입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센터피스 제작
 2) 콘쉐입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센터피스 연출
 3) 콘쉐입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센터피스 평가
4. 수업방법 
-  콘쉐입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센터피스와 테이블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총체적인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제출 및 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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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공간 연출
2. 강의목표 : 이벤트 공간 연출 테마에 맞춘 이벤트 공간 연

출
3. 세부내용 
  1) 테마에 맞는 소재 선택
4. 수업방법 
- 테마를 선택하고, 선택한 테마에 어울리는 공간을 기획하도

록 한다. 선정된 테마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2

1. 강의주제 : 이벤트 공간 연출
2. 강의목표 : 이벤트 공간 연출 테마에 맞춘 이벤트 공간 연

출
3. 세부내용 
  1) 디자인 설정
4. 수업방법
-  선택한 이벤트 공간 연출 테마의 기획의도에 맞는 디자인

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3

1. 강의주제 : 이벤트 공간 연출 실습
2. 강의목표 : 이벤트 공간 연출 테마에 맞춘 이벤트 공간 연

출
3. 세부내용 
  1) 연출 실습
4. 수업방법 
-  이벤트 공간을 고려해서 선택한 소재와 결정된 디자인기

획안에 따라 이벤트 공간을 연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4

1. 강의주제 : 이벤트 공간 연출 실습
2. 강의목표 : 이벤트 공간 연출 테마에 맞춘 이벤트 공간 연

출
3. 세부내용 :
  1) 연출 실습
  2) 기획의도 발표
  3) 평가
4. 수업방법 
-  테마에 따라 기획의도와 디자인의도 등을 발표하고, 토의

하고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1. 학습자료
 - 핸드아웃 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실습재료 및 도구

2. 성적열람기간,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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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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주차별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습 작품의 제작 방법을 교육

하고, 응용 연출 사례의 다양한 사진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
인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의 절차와 방법

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실습내용에 직업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체득하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

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으로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제인 패커-2016-Jane packer's flower course-시공사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인터넷, 잡지, 서적 등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평면 디자인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실습주제 이미지 자료를 학습자에

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