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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코디네이트미학

교 재 이숙연 외-2017-코디네이트미학-훈민사

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뷰티산업의 변화에 따라 코디네이션의 기본영역이었던 패션은 물

론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도 코디네이션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

고 있으며 메이크업, 패션, 헤어 등을 전체적으로 통괄하여 창조적

인 미적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연출할 수 있는 뷰티코디네이션 영

역이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뷰티코디네이션 교과는 코디네이

션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요소와 원리, 색채, 체형, 디자인 사조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 토털 스타일링 기법을 습득하

고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 뷰티스타일링에 맞는 연출기법을 학

습한다. 이를 포트폴리오 작업과 작품 발표 등을 통하여 표현하고 

학습함으로써 미용현장에서 필요한 뷰티와 패션을 결합한 창의적

이고 아름다운 이미지 디자인 및 연출을 할 수 있다.

코디네이션은 단지 자기연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메이킹 및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활용범위가 넓다.

따라서 트랜드에 대한 정보와 패션과 뷰티에 대한 지식으로 트랜

드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이 되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디자인 요소, 원리, 색채, 체형 등 기초지식을 이해한다.

2. 뷰티코디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흐름을 이해한다.

3. 패션, 토털 스타일링에 맞는 연출기법을 습득한다.

4. 외모 이미지를 보완하고 개성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5. 개성을 살리는 효과적인 코디네이션 연출법에 대해 이해한다.

6. 체형에 따른 코디법을 이해한다.

7. 이미지별 스타일 연출을 위한 코디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8. 창조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한 이미지 연구를 학습한다.

9. 최종적으로 디자인 지식을 바탕으로 패션&뷰티 코디를 위한 기

본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코디네이션 연출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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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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네이트 미학 과목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미술 사

조와 코디네이션 방법을 

연결하여 이미지맵을 만

들고 설명하여 제출하시

오. 

 - 제출 : 8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코디네이션의 정의와 목적

2. 강의목표 : 코디네이션의 개념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코디네이션의 정의

 - 두 종류 이상의 대상을 통합, 배치, 조화를 이루는 개념을 

이해한다,

 2) 코디네이션의 목적

 - 조화, 개성을 표출하여 좋은 인상, 이미지 연출의 필요성

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일반적인 질문을 통한 코디네이션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을 물어보고 토론한다.

 - 코디네이션의 의미와 범위 코디네이션의 목적에 대해 PPT

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과 패션

 - 코디네이션의 정의와 

목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코디네이터의 정의와 기능

2. 강의목표 : 코디네이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코디네이터의 정의

 - 코디네이터 용어 정리

 2) 코디네이터의 기능

 - 보완, 조정 기능

 - 미와 개성표출 기능

 - 이미지 창출 기능

4. 수업방법 : 

 - 코디네이터 또는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분야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게 하고 사진자

료와 PPT로 정리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과 패션

 - 코디네이터의 정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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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복과 패션

2. 강의목표 : 의복과 패션의 역할과 이해

3. 세부내용 : 패션의 정의와 용어

 1) 패션이란?

 2) 패션과 관련된 용어들

 - 최신유행

 - 대중유행

 - 트랜드

4. 수업방법 : 

 - 다양한 패션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제공하고 TV나 SNS

등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들부터 접근하는 방식으

로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P16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과 패션

 - 패션의 정의

 - 패션 용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의복과 패션

2. 강의목표 : 의복과 패션의 역할과 이해

3. 세부내용 : 패션의 속성과 특징

 1) 변화의 속성

 2) 대중성

 3) 패션주기

 - 도입기, 수용기, 쇠퇴기

4. 수업방법 : 

 - 전체가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또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유추해보기 형태의 수업 진행으로 패션의 속성과 특징을 

인지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P16

2. 주교재 목차

 - 패션의 속성과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의복과 패션

2. 강의목표 : 의복과 패션의 역할과 이해

3. 세부내용 : 패션의 디자인의 원리

 1) 디자인 원리

 - 비례

 - 리듬 : 단순반복리듬, 교차반복리듬, 점진적리듬, 방사선리

듬

 - 균형 : 대칭균형, 비대칭균형

 - 강조

 2) 디자인 원리의 중요성

4. 수업방법 : 

 - 다양한 사진 자료들로 비교하며 디자인 원리를 구분하고 

패션 잡지에서 직접 스크랩해서 정리해 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54~P60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과 패션

 - 패션의 정의

 - 패션 용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패션 잡지, 가위, 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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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주

1

1. 강의주제 : 디자인 요소

2. 강의목표 : 디자인의 요소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고 다양

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한다.

3. 세부내용 : 선

 1) 직선 : 수직선, 수평선, 사선, 지그재그

 - 선의 종류에 따른 느낌과 표현을 이해한다.

 2) 곡선 : 원, 타원

 - 원의 종류에 따른 느낌과 표현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교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직선과 곡선의 차이, 선의 착시

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P40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을 위한 기

초지식

 - 패션디자인의 요소 : 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패션 디자인 요소

2. 강의목표 : 디자인의 요소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고 다양

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한다.

3. 세부내용 : 

 1) 선의 착시현상

 - 길이에 의한 착시

 - 수평선 및 수직선에 의한 착시

 - 사선 및 두께, 교차에 의한 착시

 2) 선의 이해

4. 수업방법 : 

 - 종이로 입체 꽃을 만들어 보면서 2차원의 선이 3차원의 

면이 되는 것과 직선이 곡선으로 변화되면서 느껴지는 선

이 주는 느낌을 이해해 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P40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을 위한 기

초지식

 - 패션디자인의 요소 : 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아트지, 가위, 풀, 자

3

1. 강의주제 : 패션 디자인 요소

2. 강의목표 : 디자인의 요소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고 

다양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한다.

3. 세부내용 : 재질과 실루엣

 1) 재질

 - 섬유의 종류 : 천연섬유, 화학섬유

 - 섬유의 패턴 : 스트라이프, 체크, 꽃무늬, 물방울 외

 2) 실루엣

 - 시드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 H라인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 박시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4. 수업방법 : 

 - 섬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이 원단 샘플들을 

만져 보며 소재에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이해시키고, 

실루엣에 대해서는 교재를 바탕으로 한 PPT로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1~P53

2. 주교재 목차

1) 코디네이션을 위한 기

초지식

 - 패션디자인의 요소 : 재

질,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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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

1

1. 강의주제 : 색채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코디네이션 감각 중 하나인 색에 대한 감각과 

배색에 대한 조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배색을 위해 과학

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색이란?

 2) 색의 분류

 - 무채색과 유채색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색의 3 속성

 - 색상, 명도, 채도, 색조 또는 톤이 가지는 속성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수업 내용에 관련된 PPT 자료를 가지고 강의 형태로 수업

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1~P65

2. 주교재 목차

1) 색채와 코디네이션

 - 색이란?

 - 색의 분류

 - 색의 3속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색채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코디네이션 감각 중 하나인 색에 대한 감각과 

배색에 대한 조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배색을 위해 과학

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색의 감정

 -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갈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 

등 색의 감정을 이해한다.

 2) 색의 성질

 - 온도감, 무게감, 크기감, 거리감에 따른 성질을 이해한다.

 3) 색채 심리와 활용

 - 연령, 피부색, 체형, 개성, 성, 계절

4. 수업방법 : 

 - 주제를 주고 조별로 토의하여 색의 감정이나 성질, 심리등

에 대해 조별로 정리해 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66~P78

2. 주교재 목차

1) 색채와 코디네이션

 - 색이 지닌 감정

 - 색채의 성질

 - 색채 심리와 활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색채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코디네이션 감각 중 하나인 색에 대한 감각과 

배색에 대한 조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배색을 위해 과학

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배색과 조화

 1) 색채조화: 유사조화, 대비조화를 통해 조화의 개념을 이

해한다.

 2) 색상배색

 - 톤온톤, 톤인톤, 그라데이션, 세퍼레이션, 악센트, 모노톤, 

콘트라스트 등 배색이 가지는 조화를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수업 내용에 관련된 PPT 자료를 가지고 패션이나 회화를 

통한 다양한 자료를 통한 배색 방법이나 조화를 이룬 색

채들을 살펴보고 색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습

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9~P83

2. 주교재 목차

1) 색채와 코디네이션

 - 색채배색

 - 색상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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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

1

1. 강의주제 : 트랜드와 패션 이미지

2. 강의목표 : 미술 사조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받는다. 패션도 그와 마찬가지이므로 미술 사

조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복식문화도 같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그로테스크/ 르네상스 - 15세기말 발견된 지하동굴 벽화

양식에 대해 이해한다.

 2) 바로크 - 16세기말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절대주의 양식

에 대해 이해한다.

 3) 로코코 - 18세기초 파리에서 시작되어 전파된 양식을 이

해한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로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7~P90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그로테스크

 - 바로크

 - 로코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트랜드와 패션 이미지

2. 강의목표 : 미술 사조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받는다. 패션도 그와 마찬가지이므로 미술 사

조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복식문화도 같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고전주의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전성기에 나타난 역사 전통을 이해한

다.

 2) 낭만주의/ 자연주의

 - 19세기초 반고전주의 문예사조와 양식을 이해한다.

 3) 사실주의/ 인상주의

 - 18세기말 발생한 주관적, 감정적 표현방식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로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1~P94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고전주의

 - 신고전주의

 - 낭만주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트랜드와 패션 이미지

2. 강의목표 : 미술 사조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받는다. 패션도 그와 마찬가지이므로 미술 사

조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복식문화도 같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아르누보/ 아르데코

 - 19세기말에 나타난 새로운 장식미술을 이해한다.

 2)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 과학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감각을 이해한다.

 3) 해체주의/ 팝아트

 - 기존의 법칙과 질서를 탈피한 무질서의 감각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로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5~P101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아르누보

 - 아르데코

 - 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

 - 해체주의

 - 팝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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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

1

1. 강의주제 : 트랜드와 패션 이미지

2. 강의목표 : 미술 사조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받는다. 패션도 그와 마찬가지이므로 미술 사

조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복식문화도 같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옵아트

 - 시각미술에 대해 이해한다.

 2) 보보스

 - 미국의 신 상류층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3) 데카당스

 - 죄악과 퇴폐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활동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로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P104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옵아트

 - 보보스

 - 데카당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트랜드와 패션 이미지

2. 강의목표 : 미술 사조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받는다. 패션도 그와 마찬가지이므로 미술 사

조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복식문화도 같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레트로

 - 복고주의 경향에 대해 이해한다.

 2) 하이브리드

 - 두가지 기능, 역할이 합쳐지는 형태를 이해한다.

 3) 하이테크

 - 고도의 과학이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로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5~P107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레트로

 - 하이브리드

 - 하이테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트랜드와 패션 이미지

2. 강의목표 : 미술 사조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받는다. 패션도 그와 마찬가지이므로 미술 사

조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복식문화도 같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젠

 - 동양의 정신적 분위기를 이미지한 스타일을 이해한다.

 2) 미니멀리즘

 - 단순함, 간결함을 추구하는 양식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로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P110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젠

 - 미니멀리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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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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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주

1

1. 강의주제 : 남성 패션 이미지 메이킹

2. 강의목표 : 남성복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남성 패션 이미지에 대해 이해하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남성복 종류

 수트 : 수트의 의미, 수트의 종류, 수트 부분명칭

 하의 : 하의와 종류와 특징

 드레스셔츠 : 드레스 셔츠의 의미와 부분명칭

 소품 : 남성 소품 종류

 2) 남성복 이미지 메이킹 

 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위버 섹슈얼, 테크노 섹슈얼 

등 남성 패션 연출법에 대해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를 통해 강의 형태로 남성복의 종류와 명칭 남

성패션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1~P156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의복과 패션

 - 의복의 종류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부교재

- 페이지 p202~p231

- 장성은,이종숙-2008-이미

지메이킹을 위한 패션뷰

티 코디네이션-경춘사

2

1. 강의주제 : 직업별 이미지 메이킹과 TPO에 따른 코디네이

션

2. 강의목표 : 상황에 따른 코디네이션이란 무엇인지 인지한

다.

3. 세부내용 : 

 1) 직업별 이미지 메이킹

 정치인, 기업인, 직장인, 자유직처럼 직업군으로 나누어 직업

별 특성에 따른 코디네이션에 대해 알아본다.

 2) TPO에 따른 코디네이션

 시간이나 장소, 상황에 따른 패션코디네이션에 대해 알아본

다.

4. 수업방법 : 

 - 조별 토론을 통한 상황별 코디네이션 방법을 정리해본다. 

이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1~P156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의복과 패션

 - 의복의 종류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부교재

- p232~p244

- 장성은,이종숙-2008-이미

지메이킹을 위한 패션뷰

티 코디네이션-경춘사

3

1. 강의주제 : 미술 사조와 코디네이션 방법을 연결하여 이미

지맵을 만들고 설명하여 제출하시오. 

2. 강의목표 :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미술 등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는 패션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코디네이션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미술 사조와 현대 패션을 연결하여 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한 이미지맵을 만들어 보면서 코디네이션의 역할에 대

한 이해와 감각을 길러본다

4. 수업방법 : - 과제물 발표를 통해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고 

미술사조의 이해를 통해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7~P110

2. 주교재 목차

1)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 트랜드와 패션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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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1. 강의주제 : 뷰티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패션과 뷰티코디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메이크업 도구나 화장품의 종류 이해

 1) 화장품의 종류

 - 여성 화장품과 남성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2) 메이크업 도구

 - 여성과 남성의 메이크업 도구의 종류와 사용법을 이해한

다.

4. 수업방법 : 

 - 준비된 PPT를 통해 화장품의 종류나 사용법에 따른 이미

지 메이킹의 활용법을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3~P132

2. 주교재 목차

1) 뷰티 코디네이션

 - 얼굴형과 코디네이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뷰티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패션과 뷰티코디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얼굴형과 코디네이션

 1) 얼굴의 이상적인 비율

 - 가로분할, 세로분할, 눈머리, 눈썹길이, 눈과눈 사이, 입술 

등의 비율을 알아본다.

 2) 얼굴의 윤곽 수정법

 - 베이스, 하이라이트, 쉐딩에 대해 이해한다.

 3) 얼굴형별 코디네이션

 - 계란형, 긴형, 둥근형, 사각형 등 형태별 특징과 방법에 대

해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3~P132

2. 주교재 목차

1) 뷰티 코디네이션

 - 얼굴형과 코디네이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뷰티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패션과 뷰티코디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계절 이미지와 색채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깜과 감정을 색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2) 퍼스널 컬러진단

 -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단을 통해 적합한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3~P148

2. 주교재 목차

1) 뷰티 코디네이션

 - 컬러진단 코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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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

1

1. 강의주제 : 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체형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체형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본다.

3. 세부내용 : 체형과 코디네이션

 1) 체형별 코디네이션의 기본 원리

 - 개성과 조화를 이루는 원리를 이해한다.

 2) 이상적인 체형

 3) 체형의 종류

 - 역삼각형, 모래시계형, 삼각형, 직사각형, 마른형, 타원형 

등 체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다양한 체형이 존재하지만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기 위

해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 조별로 이상적인 코디네이션을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7~P175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체형과 코디네이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체형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체형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본다.

3. 세부내용 :체형 보완을 위한 코디네이션

 1) 키가 너무 작커나 큰 체형

 -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한다.

 2) 가슴이 너무 크거나 작은 체형

 -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한다.

 3) 허리에 문제가 있는 체형

 -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PPT로 실루엣만 띄워놓고 문답법으로 1:1 로 답을 찾아본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P194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체형보완을 위하 코디

네이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체형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체형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본다.

3. 세부내용 : 체형 보완을 위한 코디네이션

 1) 힙이 크거나 너무 작은 체형

 -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한다.

 2) 목에 문제가 있는 체형

 -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어깨에 문제가 있는 체형

 -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PPT로 실루엣만 띄워놓고 문답법으로 1:1 로 답을 찾아본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3~P132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체형보완을 위하 코디

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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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

1

1. 강의주제 : 의복과 패션

2. 강의목표 : 의복과 패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복으로 전달

되는 인상과 상징 이미지 관리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의복과 패션의 의미

 - 기본개념과 유래를 이해한다.

 2) 의복과 인상/ 상징

 - 의복이 주는 이미지와 성별, 연령, 직업, 지위에 따라의복

이 주는 이미지를 이해한다.

 3) 의복과 인상관리

 - 좋은 인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1~P156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의복과 패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의복과 패션

2. 강의목표 : 의복의 종류를 알아보고 올바른 착용법과 구성

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의복의 종류

 1) 상의 종류 : 여성복, 남성복 상의의 종류를 이해한다.

 2) 하의 종류 : 여성복, 남성복 하의의 종류를 이해한다.

 3) 드레스와 외투 : 여성복, 남성복 겉옷의 종류를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7~P166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의복의 종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의복과 패션

2. 강의목표 :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3. 세부내용 :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액세서리 활용법을 이해

한다.

 1) 액세서리의 정의/ 기능

 - 액세서리가 주는 변화와 기능을 이해한다.

 2) 액세서리의 선택

 - 액세서리의 종류와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이해한

다.

 3) 액세서리 종류별 코디네이션

 - 모자, 백, 가방, 핸드백, 구두, 스카프, 장갑, 목걸이, 브로

치, 안경 등 종류별 올바른 착용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하도록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5~P200

2. 주교재 목차

1) 패션과 코디네이션

 -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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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

1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에 따른 코디네이션 방법을 연구한다.

3. 세부내용 : 

 1) 내츄럴 이미지

 - 자연스럽고 싫증이 나지 않는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2) 엘레강스 이미지

 - 우아하고 고상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로맨틱 이미지

 - 소녀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3~P232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에 따른 코디네이션 방법을 연구한다.

3. 세부내용 :

 1) 쉬크 이미지

 - 심플하고 절제된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2) 고저스 이미지

 - 화려하고 대담함을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3) 에스닉 이미지

 - 토속적이고 소박한 느낌의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3~P244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에 따른 코디네이션 방법을 연구한다.

3. 세부내용 :

 1) 모던 이미지

 - 합리성, 기능, 심플하고 새프한 느낌의 표현 방법을 이해

한다.

 2) 아방가르드 이미지

 -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3) 캐주얼 이미지

 - 젊음과 활동성의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4) 매니쉬 이미지

 - 남성적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5~P256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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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

1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방법을 알아보

고 정리해 본다.

3. 세부내용 :

 1) 엘레강스, 로맨틱, 클래식이미지

 - 사례자료, 영상자료를 통해 이미지가 갖는 특징에 대해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미지 맵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질의 응답을 통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PPT로 준

비한 이미지로 이미지 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미지 맵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6~P232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 엘레강스 이미지

 - 로맨틱 이미지

 - 클래식 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이미지 연출 할 수 있

는 액세서리

2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코디네이션 기획을 해 

본다.

3. 세부내용 :

 1) 엘레강스, 로맨틱, 클래식 중 1가지를 택해서 이미지 맵

을 만든다. 

4. 수업방법 : 

 - 주제는 정해주고 4절 도화지에 의상과 악세사리와 기타 

소품들을 해당하는 컨셉의 컬러군에 맞춰 꼴라쥬하고 A4 

용지에 설명을 정리하여 붙여서 제출한다.

 3인 1조로 조별로 토론을 통한 기획 후 제작.

1. 주교재 페이지

 - p226~P232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 엘레강스 이미지

 - 로맨틱 이미지

 - 클래식 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잡지, 가위. 풀, 자

3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코디네이션 기획을 해 

본다.

3. 세부내용 :

 1) 엘레강그, 로맨틱, 클래식 중 1개의 주제를 정해서 조별

로 만들어진 컨셉 별 맵을 발표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받

는다.

4. 수업방법 : 발표와 토론

1. 주교재 페이지

 - p226~P232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 엘레강스 이미지

 - 로맨틱 이미지

 - 클래식 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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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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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방법을 알아보

고 정리해 본다.

3. 세부내용 :

 1) 모던, 매니쉬, 빈티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코디네이

션에 대해 다시 정리한다.

 - 사례자료, 영상자료를 통해 이미지가 갖는 특징에 대해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방법 : 

 - 질의응답을 통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PPT로 

준비한 이미지로 각 연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5~P247

 - p254~p256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 모던 이미지

 - 매니쉬 이미지

 - 빈티지 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이미지 연출 할 수 있

는 액세서리

2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코디네이션 기획을 해 

본다.

3. 세부내용 :

 1) 모던, 매니쉬, 빈티지 중 1가지를 택해서 이미지 맵을 만

든다. 

4. 수업방법 : 

 - 주제는 정해주고 4절 도화지에 의상과 악세사리와 기타 

소품들을 해당하는 컨셉의 컬러군에 맞춰 꼴라쥬하고 A4 

용지에 설명을 정리하여 붙여서 제출한다.

 3인 1조로 조별로 토론을 통한 기획 후 제작.

1. 주교재 페이지

 - p226~P232

 - p254~p256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 모던 이미지

 - 매니쉬 이미지

 - 빈티지 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잡지, 가위. 풀, 자,

3

1. 강의주제 :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2. 강의목표 :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코디네이션 기획을 해 

본다.

3. 세부내용 :

 1) 모던, 매디쉬, 빈티지 중 1개의 주제를 정해서 조별로 만

들어진 컨셉 별 맵을 발표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받는다.

4. 수업방법 : 발표와 토론

1. 주교재 페이지

 - p226~P232

 - p254~p256

2. 주교재 목차

1)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 모던 이미지

 - 매니쉬 이미지

 - 빈티지 이미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준비물 

 - 잡지, 가위. 풀, 자,

3. 성적 열람기간, 방법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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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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4.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

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 및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6. 과제 피드백

- 미술 사조와 현대 패션을 연결하여 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한 이미

지맵을 만들고 설명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통해 과제학습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이숙연 외-2017-코디네이트미학-훈민사

2. 부교재

- 장성은,이종숙-2008-이미지메이킹을 위한 패션뷰티 코디네이션-경

춘사

3.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행복이 가득한 집, 메종, 월간인테리어, 월간까사미

아 등 인테리어 잡지, Vogue, IM, LUXURY, 쎄씨, 마이웨딩, 웨딩 

21, 등 패션 잡지 등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4.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미술 사조와 관련된 사진자료 뿐만 

아니라 유명 박물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5.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6.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꼴라쥬 작업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