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Ⅳ-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 20  학년도   00월00일~00월00일 (수업 기간) >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레이션Ⅰ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4 강 의 실 수강대상 E-mail

2. 교과목 학습목표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 및 

용구의 사용 기법을 잘 익힐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발상을 상대방에게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

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선을 발견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와 같은 의상 디자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수단이다.

 이에 패션일러스트레이션Ⅰ에서는 다양한 포즈에 따른 인체 골격과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의복

의 표현능력을 키워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패션일러스트의 구현을 위한 기초를 배운다. 또한 채색재료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표현방법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패션캐릭터를 개발하고 개별디자인화와 도식화를 전개할 수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① 주교재: 이유신·이주영·류혜경 저, 디자이너와 소통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경춘사, 2010

② 부교재: ZESHU TAKAMURA 저(김정혜 편역), 패션디자인 드로잉테크닉, 조형사, 2012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강의주제: 인체 표현을 위한 다양한 선의 표현  

  과 기본바디 전개

강의목표: 선의 활용방법과 인체의 비율을 학습  

  하고 그릴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직선, 곡선 등 다양한 선과 8등  

  신인체비율 그리기

․수업방법: 강의, 시범, 실습

주교재



 

 제 2 주

강의주제: 각도에 따른 인체표현, 근육과 골격  

  구조 파악

강의목표: 인체를 이해하여 다양한 각도의 인   

  체를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강의세부내용: 8등신의 정, 측, 사면 인체표현  

  과 골격 및 근육 이해하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제 3 주

강의주제: 눈, 코, 입, 각도에 따른 얼굴 표현  

  과 자신만의 캐릭터 개발

강의목표: 얼굴 그리는 연습을 통해 개성있는   

  얼굴(캐릭터)을 그릴 줄 안다.

강의세부내용: 눈, 코, 입, 방향, 각도에 따른  

  얼굴 그리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제 4 주

강의주제: 인체비례를 염두에 둔 다양한 패션   

  포즈 연구

강의목표: 인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군집패션포  

  즈를 그릴 수 있도록 한다.

강의세부내용: 다양한 포즈의 인체 그리기

  (정면, 측면, 후면 포즈)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제 5 주

강의주제: 인체비례를 염두에 둔 착장표현I

강의목표: 인체를 비율에 맞게 전개하고 그 위  

  에 착장 주의사항을 인지하며 표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개성있는 패션포즈를 전개하고   

 그 위에 수영복 착장하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제 6 주

강의주제: 인체비례를 염두에 둔 착장표현Ⅱ

강의목표: 패션포즈를 전개하고 그 위에 기본의  

  상을 입혀서 착장표현을 전개한다.

강의세부내용: 개성있는 바디를 그리고 그 위에  

  의상 착장하기(재킷, 팬츠, 스커트, 블라우   

  스, 드레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제 7주 중 간 고 사

 제 8 주

강의주제: 착장된 의상 아이템을 도식화로 표현  

  하기Ⅰ

강의목표: 다양한 상의 아이템을 도식화로 표현  

  할 줄 안다.

강의세부내용:상의(블라우스, 셔츠, 베스트, 아  

  우터)를 도식화로 완성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제 9 주

강의주제: 착장된 의상 아이템을 도식화로 표현  

  하기Ⅱ

강의목표: 다양한 하의 아이템과 드레스 아이템  

  을 도식화로 표현할 줄 안다.

강의세부내용: 하의(스커트, 팬츠), 드레스 아  

  이템을 도식화로 완성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패션잡지 스크랩

제 10 주

강의주제: 채색표현(기본적인 명암단계를 이용  

  한 얼굴과 주름표현)

강의목표: 컬러링의 기본기를 익히고 명암단계  

  를 이용하여 주름채색표현을 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자신의 캐릭터를 색연필과 마카  

  를 이용하여 컬러링하고 주름표현이 되어있는  

  의상을 완성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과제: 다양한 소재를 표현하여 자

신만의 스타일화를 완성하시오.

제 11 주

강의주제: 착장스타일에 따른 텍스타일의 변화  

  를 표현한다.(채색포함)

강의목표: 패션포즈를 전개하고 다양한 아이템  

  을 입혀 컬러링을 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죽, 새틴, 프린지 등 다양한   

  질감의 착장 스타일 그리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패션잡지 스크랩 

제 12 주

강의주제: 착장스타일에 따른 텍스타일의 변화  

  를 표현한다.(채색포함)

강의목표: 패션포즈를 전개하고 다양한 아이템  

  을 입혀 컬러링을 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퍼, 쉬폰, 니트 등 다양한 질감  

  의 착장 스타일 그리기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패션잡지 스크랩 

제 13 주

강의주제: 개성적인 패션캐릭터를 개발하여 개  

  별 디자인화 전개(채색포함)

강의목표: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군집  

  포즈를 전개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착장  

  시킬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데포메이션을 활용한 패션 페이  

  스, 통일감 있는 의상표현을 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주교재, 패션잡지 스크랩

제 14 주

강의주제: 개성적인 패션캐릭터를 개발하여 개  

  별 도식화 전개

강의목표: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의 아이템을 도  

  식화로 표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개별 캐릭터 바디를 이용한 디자  

  인화와 도식화를 그리고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시범, 발표

 주교재

제 15 주 기 말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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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실습, 발표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패션바디 그리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여 패션바디 전개 커리큘럼이 

끝날 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드로잉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1:1 방식으로 가르치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수업진도가 느린 학생들은 수업외의 시간에 질의할 시간을 더 주어서 잘 따라오도록 지도한다.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0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