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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명 푸드앤플라워코디네이션 과목번호 8733

구분(학점) 3시간(3)학점 수강대상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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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 그린인프라 실무 역량, 기후사이언스 기반 그린디자인 역량, 녹색환경자원조사.평가역량

담당교수

성명 주진희 소속
과학기술대학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
과

e-mail 연락처
 

상 담 시 간    상담장소  

 1.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강의방법

강의식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이러닝 B러닝 플립러닝

100%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발표(시연) 기타2 기타3 기타4 기타5

20% 50% 30%

강 의 개 요

- 본 교과목은 테이블 코디네이션 영역에 있어서 전공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인 푸드코
디네이션 감각과 직무기반 실무능력을 배양해 식품개발 6차 산업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 이에 수업방식은 식공간 관련 이론을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플라워디자인을 오프라인으로 실습하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선수학습내용

- 강의 : 조리원리 및 실습, 실험조리 및 식품 개발, 식생활 관리�
- 독서: 정통 유러피언 플라워디자인, 이지언 외, 2007, 청아�
        화훼장식용 꽃식물 도감, 김혜정, 2017, 일진사     �
        사계절 즐기는 꽃꽂이, 다니 마사코, 2018, 한스미디어

강 의 목 표

- 현대 사회에서의 균형있는 생활을 위한 식공간을 편안하고 조화롭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스타일링과 플라
워 코디네이션에 대한 기본 요소와 연출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플라워 디자인 재료의 활용과 디자인 원칙에 따른 조형능력을 갖추어 최신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식공간
연출 표현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식품구현 역량을 지닌 전문인재 양성하고자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김지영 외. (2017). 테이블 & 푸드코디네이트. 교문사. 
2. 문창희, 홍종숙. (2007). 테이블 코디네이트. 수학사. 
3. 오유미. (2018). 오차원의 꽃. 비타북스. 

장애학생

지원사항
- 교내 교칙에 준하여 수업 및 강의실 편의를 제공한다.�
- 오프라인으로 실습수업이 있으므로 수강 신청시 이를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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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별 수업계획(Course Schedule)

주 기간 분  류 내  용

1 03/02~03/08

학습주제
- 온라인: 테이블 코디네이트�
- 오프라인: 웨스턴(Western) 스타일의 전통적 플라워 디자인 기법 1

학습목표
- 온라인: 테이블 코디네이트의 개요를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웨스턴 스타일 플라워 디자인을 기하학적 기본 형태와 응용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테이블 코디네이트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학습한다.�
- 오프라인: 웨스턴 스타일의 기하학적 기본 및 응용형태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
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2 03/09~03/15

학습주제
- 온라인: 서양의 식공간 �
- 오프라인: 웨스턴(Western) 스타일의 전통적 플라워 디자인 기법 2

학습목표
- 온라인: 서양의 식공간 변천사를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웨스턴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리스 형태와 신고전 형태로 제작할 수 있
다.

학습내용
- 온라인: 고대, 중세, 근대의 식공간 변천사�
- 오프라인: 웨스턴 스타일의 리스 및 신고전 형태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3 03/16~03/22

학습주제
- 온라인: 동양의 식공간(한국)�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 플라워 디자인 기법 1

학습목표
- 온라인: 동양의 식공간 변천사 중에서 한국의 상차림 변화를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직립기본과 직립응용 화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한국의 식공간 변천사를 학습한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직립기본과 직립응용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4 03/23~03/29

학습주제
- 온라인: 동양의 식공간(중국, 일본)�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 플라워 디자인 기법 2

학습목표
- 온라인: 동양의 식공간 중에서 중국과 일본의 식공간 변천사를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경사기본과 경사응용 화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중국과 일본의 식공간 변천사를 학습한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 경사기본과 경사응용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5 03/30~04/05

학습주제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 오프라인: 유러피안(European)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 기법 1

학습목표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를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유러피안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현대적 기법(Modern style)과 자유형으
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중에서 테이블웨어와 커틀러리에 대해서 배운
다.�
- 오프라인: 유럽피안 스타일의 현대적 기법과 자유형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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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6 04/06~04/12

학습주제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 오프라인: 웨스턴(Western) 스타일의 전통적 플라워 디자인 기법 3

학습목표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중에서 글라스웨어와 린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웨스턴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전통적 기법(Classic style)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전시의 의미, 종류, 연출 방법 등을 학습한다.�
- 오프라인: 웨스턴 스타일의 전통적 기법(Classic style)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
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7 04/13~04/19

학습주제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 오프라인: 유러피안(European) 플라워 디자인 기법 2

학습목표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중에서 센터피스와 플라워디자인을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유러피안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식물 생장(Vegetative) 및 평행
(Horizontal)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테이블코디네이트의 기본요소 중 센터피스와 플라워디자인에 대해서 배운다.�
- 오프라인: 유러피안 스타일의 식물 생장 및 평행 형태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8 04/20~04/26

학습주제 - 팀별 과제 중간 발표 및 평가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 대면수업: 오프라인 발표 및 평가(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9 04/27~05/03

학습주제
- 온라인: 테이블 연출방법 1�
- 오프라인: 웨스턴(Western) 스타일의 수요자 맞춤형 플라워 디자인 연출

학습목표
- 온라인: 다양한 테이블 연출 방법을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식공간의 수요자 요구도와 트렌드에 맞게 웨스턴 스타일의 전통화형과 현대
화형으로 연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클래식, 엘레강스, 캐주얼의 테이블 연출 방법을 배운다�
- 오프라인: 식공간과 연계한 웨스턴 스타일의 전통화형과 현대화형으로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10 05/04~05/10

학습주제
- 온라인: 테이블 연출방법 2�
- 오프라인: 유러피안(European) 스타일의 수요자 맞춤형 플라워 디자인 연출

학습목표
- 온라인: 다양한 테이블 연출 방법을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식공간의 수요자 요구도와 트렌드에 맞게 유러피안 스타일로 플라워 디자인
을 연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모던, 에스닉, 내추럴의 테이블 연출방법을 학습한다.�
- 오프라인: 식공간과 연계한 유러피안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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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1 05/11~05/17

학습주제
- 온라인: 색채와 디자인�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 플라워 디자인 기법 3

학습목표
- 온라인: 배색을 이용한 푸드 스타일링을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하수기본과 하수응용 화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배색의 종류와 조화, 푸드와 색채에 대해서 학습한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하수기본과 하수응용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12 05/18~05/24

학습주제
- 온라인: 푸드와 디자인�
- 오프라인: 일본 화형 플라워 디자인 기법

학습목표
- 온라인: 푸드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을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일본화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푸드를 이용한 디자인 연출방법을 학습한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일본 화형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13 05/25~05/31

학습주제
- 온라인: 사진의 이해�
- 중국 화형 플라워 디자인 기법

학습목표
- 온라인: 식공간 연출을 위한 사진에 대해 학습한다.�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의 플라워 디자인을 중국 화형으로 제작할 수 있
다.

학습내용
- 온라인: 식공간에서의 사진표현 연출방법을 배운다. �
- 오프라인: 오리엔탈 스타일의 중국 화형 플라워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14 06/01~06/07

학습주제
- 온라인: 푸드스타일링 도구 및 기법�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의 수요자 맞춤형 플라워 디자인 연출 1

학습목표
- 온라인: 푸드스타일링 도구 및 기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오프라인: 수요자 요구도와 트렌드에 맞게 오리엔탈 스타일의 전통 화형과 현대 화형으
로 연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푸드스타일링에서 필요한 도구와 표현 방법을 배운다. �
- 오프라인: 식공간과 연계한 오리엔탈 스타일의 전통 화형과 현대 화형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15 06/08~06/14

학습주제
- 온라인: 식공간 연출 디자인�
- 오프라인: 오리엔탈(Oriental) 스타일의 수요자 맞춤형 플라워 디자인 연출 2

학습목표
- 온라인: 파티, 이벤트, 전시, 디스플레이, 매스미디어에서의 식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수요자 요구도와 트렌드에 맞게 오리엔탈 스타일을 자유화형으로 연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온라인: 파티, 이벤트, 전시, 디스플레이, 매스미디어에서의 식공간 연출 방법을 배운
다.�
- 오프라인: 식공간과 연계한 오리엔탈 스타일의 자유화형 디자인을 제작 실습한다.

수업방법
- 비대면수업: 온라인 강의 �
- 대면수업: 오프라인 강의(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수업자료 강의 PPT 자료, 시청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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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6 06/15~06/21

학습주제 - 팀별 과제 기말 발표 및 평가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 대면수업: 오프라인 발표 및 평가(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 시 수업방식 변동)�
- 팀별 식공간 푸드앤플라워 코디네이션 디스플레이 및 발표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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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제 적용시기학년 과제명 제출방법

강의과제 20200620학년

포트폴리오(개인); 각 주차별 프로젝트

에 대한 디자인 이론, 유형, 실무, 데몬

스트레이션 및 작품평가 기술

직접 제출

강의과제 20200620학년 시연(팀): 식공간 디스플레이 및 발표 팀별 발표

수업규칙

구분 구분

예의

- 1시간 이상 지각은 결석 처리(온라인+오프라인)�

- 5회 이상 결석 시 이수 불가�

- 제작 실습 후 주변 정리 정돈

기타

- 수업 중 휴대폰 통화 금지�

- 잦은 출퇴실 자제�

- 실습 시 개인준비물은 각자 지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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