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 패션스타일링
- 주차별 강의계획서 1 주차

오리엔테이션
한학기의 수업진행에 대해 안내하고 패션스타일링의 발전 및 트렌드를 분석한다.

2 주차

패션의 이해
패션의 역사,패션의 천,패션의 흐름 및 구조를 이해한다.

3 주차

4 주차

5 주차

패션 코디네이션과 스타일링의 요소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색상, 소재 및 문양, 의복의 아이템 등을 조화롭게 스타일링 하는 다양
한 방법을 익혀서 응용력을 키운다.
컬러 코디네이션 기법
컬러의 분류와 3 속성, 색의 감정, 톤과 이미지, 컬러배색 방법 등을 학습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의
사례를 연구 학습한다.
퍼스널 컬러
자신과 타인의 퍼스널 컬러를 익히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재 코디네이션

6 주차

7 주차

패브릭, 텍스처, 패턴 온 패턴의 통일 및 변화 있는 조화를 통하여 다양한 소재의 스타일링을 학습하고 사
례들을 연구한다.
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남․ 여의 기본체형과 각 체형별 특징, 어울리는 스타일과 피해야하는 스타일을 체형별로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체형에 따른 스타일링 법을 분석한다.

8 주차

중간고사

9 주차

얼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얼굴형별 특징 파악과 장, 단점을 학습하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얼굴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10 주차

체형 부분별 결점보완에 따른 스타일링
체형 부분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좋은 스타일링 법을 연구한다.

패션 이미지에 따른 코디네이션
11 주차 다양한 패션 이미지를 학습하고, 각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형태 및 색상, 소재와 문양, 액세서리 등의 각
이미지별 사례 등을 찾아보고 연구한다.
개인 스타일에 따른 코디네이션
12 주차 음과 양의 개념을 학습하고, 개인의 성별, 나이, 직업, 성격, 가치관 등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이에 맞
는 한 개인의 스타일링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 스타일링 법을 익힌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실무 I
13 주차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과 분야, 기본업무 및 조건들을 살펴보고, 광고를 직접 선택하여 스타일링을 진
행한다.
14 주차

패션스타일리스트 실무Ⅱ
영화를 한 가지 선택하여 직접 등장인물을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진행한다.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무
15 주차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의 역할과 기본자세, 필요성, 얼굴 각 부위별 메이크업 방법 등을 학습하고, 컨셉을
선정하고 캐릭터 분석하여 이에 맞는 페이스 이미지메이킹 법을 익힌다.
16 주차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