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Ⅳ-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 20  학년도   00월00일~00월00일 (수업 기간) >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의복구성Ⅱ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5 강 의 실 수강대상 E-mail

2. 교과목 학습목표 

의복구성Ⅰ에 이은 심화과정으로 의상의 전반적인 구성과 안정적인 완성도를 토대로 의상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기른다. 

디자인 구성의 활용과 평면구성법을 아이템마다 적용시켜 구성법과 재단법, 봉제법의 원리를 실습해봄으로써 

의복구성의 기본 능력과 응용력을 기른다.

또한 인체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의복을 제작해 봄으로써 소재와 의복구성, 패턴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업무 

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반영한 의복을 제작해볼 수 있도록 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①주교재 : 의복의 입체구성 (이론 및 실기), 강순희・서미아 공저, 교문사, 2016

 ②부교재 : 어패럴메이킹, 어미경 저, 교학연구사, 2012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 오리엔테이션 및 바지 제도1

강의목표: 과목소개 및 한 학기 동안의 수업내용 습득

         후 디자인에 알맞은 바지패턴을 제도

        한다.

강의세부내용: ① 한학기동안의 수업내용, 준비물

              설명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②디자인에 알맞은 바지패턴을

            제도해 본다.③제도용어와 제도

            부호 등을 익힌다. ➃ 완성선을

            표시하고 선 정리를 하여 자르는

            법을 배운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유인물 배부

    과제 : 바지와 원피스의 제작   

        과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제 2 주

: 바지제작 2

강의목표: 디자인에 알맞은 바지 패턴을 소재와

        연관하여 마름질하고 재단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디자인에 알맞은 바지 패턴을

            이용하여 안감과 겉감에 마름질

            하고 재단한다. ②해당부분에 

            오버록을 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제 3 주

강의주제: 바지제작 3

강의목표: 해당 부분에 심지를 부착하고 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해당 부분에 심지를 부착한다. 

            ②겉감의 앞,뒤 다트 박기 ➂ 주머

            니 라인 재봉하고 박은부분 오버록

            하기 ④주머니 입구부분 겉과 겉

            대고 봉제하고 안감부분에 상침해

            주기⑤곡선부분 가윗밥을 주고 시접

            을 잘 정리하여 눌러 다림질 하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실제상품 제시

제 4 주

강의주제: 바지제작 4

강의목표: 양면지퍼를 달고 밑위 및 옆선을 봉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너치점에 맞춰서 밑위 연결하고

             다림질하기 ②양면지퍼 형식에 

            맞추어서 달기 ③앞,뒤판 옆선 연결

            하고 가름솔하기 ④전체적으로

            다림질하기 

수업방법: 시범, 1:1 지도

제 5 주

강의주제: 바지제작 5

강의목표: 안감을 제작하고 벨트를 연결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안감 다트 박기 ②안감 옆선 

            박기 ③안감 뒷중심 박기 ④겉감과  

            안감을 함께 정리한 후 벨트 달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제 6 주

강의주제: 바지제작 6

강의목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여 바지를 완성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바지밑단 처리 ②벨트 안쪽

           손바느질 완성 ③훅앤아이 (버튼홀

           스티치) 달기 등 마무리를 하여

           완성시킨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유인물 배부

제 7 주 중간고사



 

제 8 주

: 원피스 제작1

강의목표: 디자인에 알맞은 원피스 패턴을 제도

       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➀디자인에 알맞은 원피스 패턴

             을 제도해 본다.➁제도용어와

             제도 부호 등을 익힌다.

             ➂ 완성선을 표시하고 선정리를

             하여 자르는 법을 배운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유인물 배부

제 9 주

강의주제: 원피스 제작2

강의목표: 디자인에 알맞은 원피스 패턴을 소      

    재와 연관하여 마름질하고 재단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디자인에 알맞은 원피스 패턴을  

            이용하여 마름질하고 재단한 후 

            오버록을 치고 필요한 부분에 심지  

            를 부착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제 10 주

강의주제: 원피스 제작3

강의목표: 원피스 원단을 봉제하여 제작하고 지퍼를

        달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겉감의 앞판조각 연결, 뒤판

            조각을 연결하여 앞판, 뒤판을

           완성한다. ➁뒷판에 지퍼를 부착

           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실제상품 제시

제 11 주

강의주제: 원피스 제작4

강의목표: 원피스 안감을 봉제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앞, 뒤판의 어깨선을 연결한다.

            ②안감의 앞판, 뒤판을 각각 봉제

            한다. ③ 안감과 겉감의 네크라인

            을 봉제하여 합봉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제 12 주

강의주제: 원피스 제작5

강의목표: 원피스의 겉감과 안감을 연결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 원단의 겉과 겉을 대고 암홀

           부분을 재봉해준다. ②겉감의 옆선

           을 연결한 후 다림질을 한다.

           ③안감의 옆선을 연결한 후 다림질

           을 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제 13 주

강의주제: 원피스 제작6

강의목표: 전체적인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원피스를  

        완성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①겉・안감의 밑단 처리를 한다. 

              ②콘실 지퍼 안쪽 부분을 손바느질로

              처리해 준다. ③걸고리를 버튼홀 스티치

              로 달아준다. ④실고리를 하여 안감과

              겉감이 서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제 14 주

: 완성작품의 착장 및 수정, 보완

강의목표: 지금까지 실습하여 완성한 작품을

       통해 수정, 보완방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해 학습해 본다.

강의세부내용: 지금까지 실습하여 완성한 바지,

           원피스를 착장하여 제작 상태, 수정

           사항, 완성 실루엣 등을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 방법을 찾아

            보며 이를 학습한다.

수업방법: 토론

     

            유인물 배부

제 15 주 기말고사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   20    %    20     %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강의, 실습, 시범, 1:1 지도, 토론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① 의복구성Ⅰ 에 이은 수업으로 패턴 제도, 재단, 재봉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재봉틀, 다리미 등 실습기자재의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③ 실습기자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기계의 잔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전체적으로 봉제기법이나 진행순서 등을 설명한 후에 개인별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순서나 봉제기법을 재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