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
과목명 : 한국의상구성Ⅰ
시 수 : 5시수
교수명 :
연락처 :
주교재 : 구혜자의 침선노트(Ⅰ), 한국문화재재단, 구혜자, 2016
성적평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과제물 20%

학 점 : 3학점
이메일 :

교과목 학습목표
한국 전통복식 출토유물의 고증과 제작과정 실습을 통해 한국 고유의 복식 문화를 탐구하고 한국 전통 옷감의 재질,
색채, 문양 등의 독창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전통복식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전통 복식 실물제작 과정을 통해 한복을 제도할 수 있는 패턴구성(본뜨기)과 패턴 수정, 재단패턴(마름질) 등의 기본
능력을 기르고, 전통 바느질 기법과 부분 바느질 과정을 습득하고 전통 옷감의 종류와 특징, 취급 방법을 익혀 한국
전통복식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한복 패턴 제작기술을 토대로 한복으로부터 응용한 의복 제작 실습을 하여 전통복식의 멋과 아름다움을 현대복식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한국의상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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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비고(과제)

·강의주제 :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와 한복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강의내용 : 한국복식문화의 흐름과 특징, 한복의 구조적 특징, 한복의 조형적 특징
·강의주제 : 한국의복 구성의 저고리에 대한 이해와 본뜨기, 마름질
·강의내용 : 저고리의 구조와 특징,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본뜨기, 마름질 기법 숙지
·강의주제 : 17C 저고리 응용 및 저고리 광목제작
·강의내용 : 광목 가봉 소매 제작, 안감제작, 겉, 안감 잇기, 깃, 고름, 동정 달기, 도식화 제작
·강의주제 : 17C 저고리의 전통의복구성을 토대로 응용한 본뜨기 및 실물제작
·강의내용 : 저고리 디자인 본뜨기와 마름질 방법 습득

저고리 광목 가봉

·강의주제 : 저고리 응용 디자인 실물 제작
·강의내용 : 저고리 제작 단계에 따른 바느질법 숙지
·강의주제 : 저고리 응용디자인 실물 제작
·강의내용 : 저고리 디자인 실물 제작에 따른 제작공정 습득하고 제작
·강의주제 : 저고리 응용 디자인 실물 제작
·강의내용 : 저고리의 깃, 동정, 고름 다는 바느질법을 익히고 실물제작 완성
중간고사
·강의주제 : 전통 한복 치마의 이해와 부분 봉제법 익히기
·강의내용 : 전통 한복 치마의 종류와 구조적 특징 이해 및 본뜨기와 부분 봉제 기법 숙지
·강의주제 : 16세기 거둠치마 4분의 1 축도 광목 가봉 제작
·강의내용 : 16세기 거둠치마 4분의 1 축도 광목 가봉 제작 및 전통 치마 제작 방법 숙지
·강의주제 : 전통 여성 속옷 바지와 남성 바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이해
·강의내용 : 전통복식의 바지의 형태를 이해하고 전통 여성 속옷 바지(단속곳) 본뜨기 및 제작
·강의주제 : 16세기 거둠치마 또는 여자 속옷바지(단속곳, 살창고쟁이) 응용 디자인 실물제작
·강의내용 : 16세기 거둠치마 또는 여성속옷바지 실물제작을 통해 한국복식의 현대화 능력 함양
·강의주제 : 16세기 거둠치마 또는 여성 속옷 바지 택 1 응용 디자인 실물 제작
·강의내용 : 응용 디자인 실물제작에 따른 제작공정 이해 및 완성
·강의주제 : 16세기 거둠치마 또는 여성 속옷 바지 택 1 응용 디자인 실물 제작
·강의내용 : 응용 디자인 실물제작에 따른 제작공정 이해 및 완성
기말고사

치마 광목 가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