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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패션디자인
실습Ⅱ

학점

강의시간

5

강 의 실

3

교․강사명

수강대상

교․강사
전화번호

E-mail

2. 교과목 학습목표
패션디자인의 이론과 더불어 디자인실습Ⅰ을 통하여 배운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패션디자인의 발상
법, 표현기법, 패션스타일링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을 위한 창작력과 실무적 기술력을 배운다.
패션디자인 실습 II에서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트렌드에 맞는 컨셉을 한가지 선택하여 컨셉에 맞는 스타일
맵, 컬러맵, 소재맵을 완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인표현을 할 수 있다. 디자인의 표현을 위하여
인체, 의복 일러스트레이션과 패션디자인 실무, 패션상품아이템을 다루며 또한 이론적 바탕을 위하여 컨셉
에 맞는 기획부터 디자인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을 실습하고 최종적으로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①주교재 : 패션디자인, 한성지, 김이영공저, 교학연구사, 2016
②부교재 : 패션디자인감성, 이금희 저, 경춘사, 2015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강의주제: 디자인 전개과정의 순서이해
강의목표: 패션 브랜드 런칭 프로세스를 숙지한다.
제 1 주

강의세부내용: 시즌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한 시
장조사를

진행한다.(환경정보,소비자정보,패

션정보 등)
수업방법: 강의, 실습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PPT자료
주교재
노트북 준비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강의주제: 트렌드 분석
강의목표: 패션디자인의 시즌 트렌드를 여성복,
제 2 주

남성복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PPT자료, 주교재, 노트북 준비

강의세부내용: S/S 혹은 F/W로 세분화하여 트렌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드를 분석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컨셉구상

제 3 주

강의목표: 패션테마의 컨셉을 설정할 수 있다.

PPT자료, 주교재, 부교재

강의세부내용: 패션테마를 전개할 컨셉을 설정

노트북 준비, 전자교탁

하고 컨셉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빔 프로젝터, 자신의 컨셉에 맞는

이미지맵을 제작한다.

이미지 스크랩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스타일맵을 통한 디자인 방향설정
강의목표: 스타일맵 제작을 통해 디자인의 스타
제 4 주

PPT자료, 주교재, 노트북 준비

일 방향을 설정한다.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강의세부내용: 각종 컬렉션지를 분석하여 컨셉

자신의 컨셉에 맞는 스타일

에 맞는 스타일을 선정하고 맵을 제작한다.

스크랩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컬러 설정
강의목표: 컨셉에 어울리는 컬러를 설정한다.
제 5 주

PPT자료, 주교재, 부교재

강의세부내용: 전체테마, 이미지맵, 스타일맵과

노트북 준비, 전자교탁

어울리는 컬러를 추출하고 컬러맵을 제작한다.

빔 프로젝터, 컬러칩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소재 설정
강의목표: 컨셉에 맞는 소재를 설정한다.
제 6 주

PPT자료, 주교재, 노트북 준비

강의세부내용: 시장조사를 통해 취합한 소재스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와치를 가지고 컨셉에 맞는 소재를 선정한다.

소재스와치

수업방법: 강의, 실습
제 7주

중 간 고 사
강의주제: Designing Collections Ⅰ
강의목표:

컨셉에 맞는 디자인 스케치 및 도식 빔 프로젝터, 도식화 전개 준비

화를 그릴 수있다.
제 8 주

PPT자료, 주교재, 전자교탁
(샤프, 자, 도식화용 펜 준비)

강의세부내용: 다각도의 발상법(극한법)을 통해 *과제: 다양한 발상법(극한법, 반
디자인을 개발하여 스케치하고 아이템별 도식 대법, 전환법)중 한 가지를 사용하
화를 그린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여 자신만의 디자인 작품을 완성하
시오.

강의주제: Designing Collections Ⅱ
강의목표: 컨셉에 맞는 디자인 스케치 및 도식 PPT자료, 주교재, 전자교탁
화를 그릴 수 있다.
제 9 주

빔 프로젝터, 드로잉 준비(스케치

강의세부내용: 다각도의 발상법(전환법)을 통해 북, 자 지우개, 채색재료)
디자인을 개발하여 스케치하고 아이템별 도식 도식화 전개 준비(샤프, 자, 도식
화를 그린다.

화용 펜 준비)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Designing Collections Ⅲ
강의목표: 컨셉에 맞는 디자인 스케치 및 도식 PPT자료, 주교재, 전자교탁
화를 그릴 수 있다.
제 10 주

빔 프로젝터, 드로잉 준비(스케치

강의세부내용: 다각도의 발상법(반대법)을 통해 북, 자 지우개, 채색재료)
디자인을 개발하여 스케치하고 아이템별 도식 도식화 전개 준비(샤프, 자, 도식
화를 그린다.

화용 펜 준비)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Designing Collections Ⅲ
강의목표: 컨셉에 맞는 디자인 스케치 및 도식 PPT자료, 주교재, 전자교탁
화를 그릴 수 있다.
제 11 주

빔 프로젝터, 드로잉 준비(스케치

강의세부내용: 컬러, 소재, 디자인의 변형을 통 북, 자 지우개, 채색재료)
해 디자인을 전개하고 스케치하며 아이템별
도식화를 그린다.

도식화 전개 준비(샤프, 자, 도식
화용 펜 준비)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Designing Ranges Ⅰ
강의목표: 도식화 맵, 디자인 맵, 일러스트를
제 12 주

제작할 수 있다.

PPT자료, 주교재, 노트북 준비

강의세부내용: 전개한 디자인과 도식화를 맵으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로 제작하고 일러스트로 표현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Designing Ranges Ⅱ
강의목표: 도식화 맵, 디자인 맵을 제작할 수

제 13 주

있다.

PPT자료, 주교재, 노트북 준비

강의세부내용: 전개한 디자인과 도식화를 맵으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로 제작하고 일러스트로 표현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강의주제: Portfolio Presentation
강의목표: 전 과정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여 발

제 14 주

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전체의 프로세스를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발표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발표
제 15 주

기

말

고

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준비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30 %

과 제 물

30%

20 %

출

결
20 %

기

타
%

합

계

비

고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강의, 실습, 발표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다양한 디자인 발상법을 제시하여 디자인의 관점을 여러 가지로 갖게 하며 학자들은

디자인을 많이 해보

도록 권유한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컨셉에 맞춰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에게 개별 디자인을 위해 각자 스크랩 자료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0)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