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창작커트실습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기본 커트와 응용 커트를 기초로 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창의적인 커트 스타일을 설계한다. 

유연성 있는 고도의 테크닉을 토대로 자신이 설계한 커트 

스타일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통해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도록 학습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베이직 

커트를 기초로 한 혼합스타일인 응용 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스타일(콘셉트)을 선택, 그에 어울리는 

커트 스타일(도해도 도면화), 비자지즘, 커트 스타일을 

극대화시켜 줄 헤어 스타일링,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지금까지 기본과 응용과정을 통한 모든 과정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완성한다. 나아가 창작 표현 및 실습 트레이닝을 

통해 스타일리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과 

특징에 따른 시술이 가능하다.

미용 기술 중 헤어 커트는 헤어디자인 요소 중 얼굴형에 

어울리게 디자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이다. 이러한 

베이직을 단계를 바탕으로 본 교과에서는 미용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하여 고객에게 맞는 

테크닉을 수행하도록 이론 및 실기를 숙지하도록 한다. 

 1.기본 커트와 응용 커트를 기초로 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창의적인 커트 스타일을 설계한다.

 2. 디자인 분석 2가지(qual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와 관찰의 3단계(basic, detail, abstract)를 

이해할 수 있다. 

 3. 모발 상태에 따른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다.

 4. 고객의 이미지와 연령에 따른 헤어 창작커트를 할 수 

있다.

 5. 헤어커트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습과정명 창작커트실습

■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헤

어커트의 이해

2) 강의목표:

• 기초커트와 웅용커트의 기본을 

review한다.

•헤어커트의 기본형을 이해하여 정

의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두상의 포인트, 명칭, 기본라인을 

파악한 후 헤어스타일을 분석하도

록 한다. 

•포트폴리오 및 레포트 작성 방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헤 어 디 자 인 의 

이해

P22 ~ P23

· 강의계획서 배부

· 수업진행방식 소개

· 주교재 안내

· 학습평가(상대평가)안내

· 실기준비물 도구 설명

· PPT 강의교안

· 과제물 주제 및 기한제

시

1차: 8주차까지,

(주제: 3가지의 헤어커트디

자인을 찾아 분석하고 시술

과정을 조사하기/   

2차: 12주차까지, 

주제: 헤어커트 작업 시 도

구에 따른 모발의 손상도에 

관한 연구 )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2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헤

어커트의 이해

2) 강의목표:

헤어커트의 기본형태 연구한다.

3) 강의세부내용: 

•헤어커트의 기본형태(원랭스, 그

래쥬에이션, 인크리즈 레이어, 세

임레이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헤 어 디 자 인 의 

이해

P24 ~ P27

3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헤

어커트의 이해

2) 강의목표: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헤어스타일 분석(세로분석, 가로

분석)

•선의 방향, 베이스 컨트롤, 오프 

베이스, 프리 베이스

헤 어 디 자 인 의 

이해

P28 ~ P31

4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헤

어커트의 이해

2) 강의목표:

헤어 디자인의 기본요소인 각도를 

정확히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두상을 그리고 각도의 개념을 익

힌다.

•천체축 각도와 두상각도를 숙지한

다.

헤 어 디 자 인 의 

이해

P32

제 2 주 1

1) 강의주제: 원랭스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형태선의 무게감을 유지하기 위해 

원랭스와 그래쥬

에이션의 혼합형

P38 ~ P47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수평의 원랭스형과 그레쥬에이션의 

혼합형을 시술한다.

•원랭스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크레스트를 기준으로 섹션을 나눈

다

•백부분을 수평파탕, 자연분해, 자

연시술각으로 원랭스를 커트한다. 

•백부분의 길이를 체크한다.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

우드라이, 롤브러시셋트    

2

1) 강의주제: 원랭스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그레쥬에이션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사이드도 자연시술각을 유지하며 

커트한다.

•백인사이드는 피봇&수직파팅, 뒤

쪽을 향해 온베이스로 커트한다.

3

1) 강의주제: 원랭스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두상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탑부분에 무게감을 최소화하기 위

해 직사각형 섹션으로 똑바로 들어

서 포인팅하여 정리한다.

4

1) 강의주제: 원랭스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온 베이스 컨트롤하여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훼이스 라인은 낮은시술각으로 스

라이스 커트하여 얼굴 주변을 부드

럽게 연결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3 주 1

1) 강의주제: 컨케이브의 그래쥬에

이션형

2) 강의목표: 

•헤어라인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전대각의 원랭스형 커트한다.

•아웃라인을 컨케이브 라인의 특징

을 살려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헤드포지션을 똑바로 세운 후 전

컨케이브의 그래

쥬에이션형

P50 ~ P57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대각 파팅한다.

우드라이, 롤브러시셋트

2

1) 강의주제: 컨케이브의 그래쥬에

이션형

2) 강의목표: 

•아웃라인을 컨케이브 라인의 특징

을 살려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시술각을 두상의 위로 이동하며 

헤어라인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다.

3

1) 강의주제: 컨케이브의 그래쥬에

이션형

2) 강의목표:

•형태선을 유지하며 섹션별로 시술

각의 진행으로 입체감 있는 그래쥬

에이션형을 표현한다. 

•그래쥬에이션형의 시술각을 작업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블런트와 나칭 테크닉으로 커트한

다.

4

1) 강의주제: 컨케이브의 그래쥬에

이션형

2) 강의목표: 

•그래쥬에이션형의 시술각을 작업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4 주

1

1) 강의주제: 원랭스 응용

2) 강의목표: 

•원랭스형을 시술히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원랭스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상의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길이

를 조금씩 길게 커트한다.

•아웃사이드는 헤드포지션을 숙인 

상태로 0도로 콤컨트롤 기법을 사

용한다.

•텐션을 최소화하여 수평 라인으로 

커트한다.

 원랭스 응용

P60 ~ P68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

우드라이, 롤브러시셋트

2

1) 강의주제: 원랭스 응용

2) 강의목표: 

•원랭스형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

다.

3) 강의세부내용:

•사이드는 두상을 똑바로 유지하며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자연분배, 0도 시술각을 유지한다.

•대칭을 확인한다.

3

1) 강의주제: 원랭스 응용

2) 강의목표: 

•원랭스 형태을 유지하기 위해 텐

션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인사이드는 두상을 똑바로 하고 

수평파팅, 자연분배, 자연시술각으

로 위로 커트할수록 길이를 조금씩 

길게 커트한다.

4

1) 강의주제: 원랭스 응용

2) 강의목표: 

•두상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길이

를 길게 연장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인사이드 부분에 슬라이스 테크닉

으로 표면의 율동감을 표현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5 주

1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그래쥬에이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곡선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컨백스 라인으로 형태선을 커트한

다. 

•고정디자인 라인을 최소한의 단차

와 무게감을 유지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좌우대칭이 되도록 자연분배, 자

연시술각, 후대각으로 진행한다.
 컨벡스 라인의 

그래쥬에이션형

P70 ~ P82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토의(콤컨트롤 테크닉을 

이용한 모발길이의 단차를 

최소화하는 방안)
2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컨백스 라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아웃라인을 곡선의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최소한의 콤컨트롤 테크닉으로 단

차를 최소화하여 커트하여 완성작

에 대하여 토의한다.

3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파팅에서 직각으로 빗질되는 것을 

이해하여 시술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가르마를 기준으로 얼굴쪽의 길이

를 조화롭게 연결한다.

•틴닝 가위를 이용하여 무게지역을 

부드럽게 정리한다. 

4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최소한의 단차와 무게감을 준다.

3) 강의세부내용: 

•그래쥬에이션의 무게지역을 변형

한다.

•피봇파팅, 45도 시술각으로 손의 

비평행으로 무게지역을 변화시킨

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6 주

1

1) 강의주제: 스퀘어 커트를 이용

한 혼합형

2) 강의목표: 

•수평의 형태선을 유지하며 백에서 

스퀘어(수직)커트를 하여 두상의 

곡면에 의한 혼합형의 구조를 커트

한다.

•혼합형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수평파팅을 이용하여 두상의 뒤쪽

으로 빗질하여 수평의 라인으로 커

트한다.

•두상의 곡면을 따라 완만한 컨케

이브 라인을 완성한다. 스퀘어 커트를 이

용한 혼합형

P96 ~ P107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브로우

드라이, 롤브러시셋트

2

1) 강의주제: 스퀘어 커트를 이용

한 혼합형

2) 강의목표: 

•스퀘어 커트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수직 $ 피봇파팅으로 이동 가이드

로 스퀘어 커트한다.

•컨케이브의 릿지 라인이 완성된

다.

3

1) 강의주제: 스퀘어 커트를 이용

한 혼합형

2) 강의목표: 

• 스퀘어 커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3) 강의세부내용:

•릿지라인이 컨케이브 라인으로 형

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핑거포지션을 수직으로 유지하여 

완만한 컨케이브 릿지라인이 되도

록 스퀘어 커트한다.

4

1) 강의주제: 스퀘어 커트를 이용

한 혼합형

2) 강의목표: 

•방향 분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

다.

3) 강의세부내용:

•나칭테크닉을 이용하여 무게지역

을 부드럽게 정리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7 주

1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과 인크리스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수평라인의 원랭스형을 커트하고, 

얼굴쪽에 가이드 라인을 두고 모든 

머리를 모아서 인크리스 레이어를 

커트한다.

3) 강의세부내용: 

•레져 테크닉으로 커트형태의 방향

성을 연출한다.

•두상의 뒤쪽의 층이 감소하는 형

태로 연출할 수 있다.

•시술각은 자연각으로 하며 버티컬 

파팅한다.
 컨벡스 라인의 

그래쥬에이션형과 

인크리스 레이어

의 혼합형

P85 ~ P94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

우드라이, 롤브러시셋트

· 중간고사대비 이론 

Summary

2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과 인크리스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인크리스 레이어형의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레이저 테크닉으로 원랭스 수평라

인을 커트한다.

•길이를 확인하며 커트한다.

3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과 인크리스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가이드 라인을 얼굴쪽으로 모두 

모아 인크리스 레이어로 커트할 수 

있다.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3) 강의세부내용: 

•사이드 코너 포인트의 길이를 유

지하면서 길이가이드를 설정한다.

•수직파팅으로 얼굴쪽으로 수직 빗

질하고 손위치를 바닥과 수직이 되

도롯 유지한다.

4

1) 강의주제: 컨벡스 라인의 그래

쥬에이션형과 인크리스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핑거포지션을 바닥과 수직으로 하

여 얼굴쪽으로 커트한다.

3) 강의세부내용: 

•얼굴쪽에 레이어가 형성되고 얼굴

에서 멀어질수록 층이 감소되는 것

에 주목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8 주

1 중간고사

•평가내용 : 헤어커트의 기본 형태

를 이해하고  헤어스타일을 

Section, Headposition, Parting, 

Distribution, Angle, Finger 

Position, Base, Technic, 

Outline을 분석하는 이론학습영역 

내에서 평가한다.

· 필기도구

· 1차 과제물 제출

(주제: 3가지의 헤어커트디

자인을 찾아 분석하고 시술

과정을 조사하기)

2

3

4

제 9 주

1

1) 강의주제: 전대각의 그래쥬에이

션형

2) 강의목표: 

•그래쥬에이션에서 전대각을 표현

하기 위한 파팅과 분배를 이용하여 

시술할 수 있다. 

•브런트 가위와 레져 테크닉으로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네이프를 자연시술각상태에서 손

바닥밑의 길이를 최소한의 텐션으

로 커트한다. 

•전대각 라인으로 최소한의 텐션으

로 커트한다.

전대각의 그래쥬

에이션형

P110 ~ P121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

우드라이, 아이론, 롤브러

시셋트

2

1) 강의주제: 전대각의 그래쥬에이

션형

2) 강의목표:

•그래쥬에이션에서 전대각을 표현

하기 위한 파팅과 분배를 이용하여 

시술할 수 있다.

•브런트 가위와 레져 테크닉으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두상 곡면의 90도 시술각으로 원

랭스 각을 제거한다.

•모든 파팅을 센터로 모아서 커트

한다.

3

1) 강의주제: 전대각의 그래쥬에이

션형

2) 강의목표: 

•레이저 커트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질감의 그래쥬에이션을 커트한다.

3) 강의세부내용: 

•두상의 위로 이동하면서 레져 테

크닉을 사용한다.

4

1) 강의주제: 전대각의 그래쥬에이

션형

2) 강의목표: 

•레이저 커트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질감의 그래쥬에이션을 커트한다.

3) 강의세부내용: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10 주

1

1) 강의주제: 섹션별 시술각과 분

배 변화에 의한 그래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세임레이어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버티컬파팅하여 핑거포지션을 비

평행으로 할 수 있다.

•그래쥬에이선 커트한 후 세임레이

어형으로 커트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네이프 섹션은 수직파팅하여 두상

각 90°로 수평으로 크로스체하여 

세임레이어로 커트한다.

섹션별 시술각과 

분배 변화에 의한 

그래쥬에이션형

P124 ~ P135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우드라이, 아이론, 롤

브러시셋트

 ·세미나(다양한 커트도구

를 사용한 그래쥬에이션과 

세임레이어형 연출에 대한 

세미나)

2

1) 강의주제: 섹션별 시술각과 분

배 변화에 의한 그래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3) 강의세부내용: 

•중간 섹션은 45°시술각에 온베이

스 컨트롤하여 수평 릿지 라인을 

유지한다. 

3

1) 강의주제: 섹션별 시술각과 분

배 변화에 의한 그래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시술각과 빗질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다양한 커트도구를 사용하여 네이

프의 그래쥬에이션과 세임레이어의 

혼합형으로 커트한다. 

4

1) 강의주제: 섹션별 시술각과 분

배 변화에 의한 그래쥬에이션형

2) 강의목표: 

•수직파팅으로 그래쥬에이션 커트 

시 손의 비평행 정도에 따른 길이 

변화를 이해하여 시술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탑 섹션은 빗질방향과 시술각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

•손위치를 수직으로 유지하여 높은 

그래쥬에이션을 커트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11 주

1

) 강의주제: 레이어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아웃사이드의 그래쥬에이션형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인크리스레이어형을 원터치 기법

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파팅라인의 90°시술각으로 직각

분배한다.

•핑거포지션을 두상과 평행하게 하

여 인크리스 레이어로 커트한다.

•고정 가이드라인으로 섹션과 평행

한 대각파팅하여 그래쥬에이션으로 

커트한다.
 레이어와 그래쥬

에이션의 혼합형

P138 ~ P147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우드라이, 아이론, 롤

브러시셋트
2

) 강의주제: 레이어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각 형태별로 고정가이드라인으로 

커트했을 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헤어라인을 따라 인크리스 레이어 

커트한다.

3

) 강의주제: 레이어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인크리스 레이어형과 세임레이어

형의 특징과 시술 시 주의 사항을 

나열할 수 

3) 강의세부내용: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

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인사이드는 세임레이어를 시술한

다.

•그래쥬에이션의 가장 긴 길이가 

가이드라인이 된다.

4

) 강의주제: 레이어와 그래쥬에이

션의 혼합형

2) 강의목표:

•헤어라인을 레이져 커트로 세워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세부내용:

•인사이드부분은 뿌리의 볼륨을 위

해 레이져로 포인팅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12 주

1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디스커넥션)

2) 강의목표: 

•짧은 모발길이와 긴 모발 길이까

지 다양하게 형태로 디스커넥션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크라운의 원형섹션을 나눈다. •피

봇파팅하여 컨벡스라인이 되도록 

한다.

•컨백스의 형태선을 확인한다.

 인크리스 레이어

형(디스커넥션)

P150 ~ P157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우드라이, 아이론, 롤

브러시셋트

·2차 과제물 제출

(헤어커트 작업 시 도구에 

따른 모발의 손상도에 관한 

연구)

2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디스커넥션)

2) 강의목표:

•전체적으로 피봇파팅하여 율동감

을 연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백부분은 대칭으로 사이드는 후대

각이 되도록 컨벡스의 형태 라인으

로 커트한다.

3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디스커넥션)

2) 강의목표: 

•슬라이스 테크닉을 시술할 수 있

다.

3) 강의세부내용: 

•원랭스커트한 후 피봇파팅 90도 

시술각으로 인크리스 레이어를 시

술한다.

•사이드로 진행할수록 컨백스 형태

성을 자르기 쉬우므로 피봇파팅을 

이용하여 시술한다.

4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디스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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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길이 가이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슬라이딩 기법으로 인크리스 레이

어를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강의세부내용: 

•원형섹션 시술시 아웃사이드의 길

이가 섞이지 않도록한다.

•가이드 90도를 유지하며 슬라이딩 

기법으로 인크리스 레이어를 시술

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13 주

1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스퀘어 커트)

2) 강의목표: 

•인크리스 레이어와 인크리스 레이

어가 혼합되었을 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섹션별 모발의 길이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슬라이드 테크닉으로 작업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아웃사이드는 버티컬파팅, 시술각

90°, 비평행의 핑거포지션으로 레

져 테크닉으로 모발 손상도를 최소

화하여  슬라이드 커트한다.

 인크리스 레이어

형(스퀘어 커트)

P160 ~ P170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우드라이, 아이론, 롤

브러시셋트

·초청강연(레져를 이용한 

전문 커트 디자이너 초청: 

모발 손상도를 최소화하면

서 레져를 이용하여 커트하

는 방법)

2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스퀘어 커트)

2) 강의목표: 

•스퀘어 커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인사이드는 피봇파팅하여 모발을 

위로 똑바로 빗질하여 수평으로 스

퀘어 커트한다.

3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스퀘어 커트)

2) 강의목표: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질감을 부드

럽고 율동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사이드는 이어 투 이어를 고정가

이드로 하여 얼굴쪽으로 시술각을 

낮추면서 커트한다.

4
1) 강의주제: 인크리스 레이어형

(스퀘어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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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스퀘드 커트 시 빗질 방향을 이해

하여 시술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인사이드는 피봇파팅하여 스퀘어 

커트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14 주

1

1) 강의주제: 원랭스와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원랭그와 세임레이어의 특징과 길

이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C.P, E to E, B.P까지 자연분배, 

수평파팅하여 원랭스라인으로 커트

한다.

•크라운을 두상각90°, 직각분배하

여 나칭테크닉으로 무게감을 취하

여서 세임레이어로 커트한다.

 원랭스와 

레이어의 혼합형 

P172 ~ P182

· 주교재

·수업 내용 파일-북정리 

(Portfolio) 

· PPT 강의교안

 (부연설명 및 그림,사진참

조)

·기자재(빔프로젝터,컴퓨

터,화이트보드)

·가발 & 커트 도구

브로우드라이, 아이론, 롤

브러시셋트

·기말고사 대비 실기 채점

기준 및 평가요소 Summary

2

1) 강의주제: 원랭스와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사이드는 인크리스 레이어로 연출

할 수 있다.

•사이드는 아웃라인의 움직임을 얼

굴쪽으로 하여 뱅을 연출할 수 있

다.

3) 강의세부내용: 

•나칭테크닉으로 모발 끝의 무게감

을 최소화 시키면서 불규칙한 길이

를 만든다.

•양 사이드의 모발을 탑으로 모아

서 커트한다.

3

1) 강의주제: 원랭스와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프린지(뱅)의 구분과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자연시술각 상태에서 전대각 라인

이되도록 형태선을 정리한다.

•프론트에서 헤어라인 

따라 소량의 파팅을 커트하여 시스

루 뱅을 연출한다.

4

1) 강의주제: 원랭스와 레이어의 

혼합형 

2)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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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을 시술하여 얼굴의 또렷함을 연

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뱅 시술 후 슬라이스 테크닉으로 

앞머리에서 얼굴쪽으로 부드러운 

질감을 강조한다.

•좌우 균형을 확인한다.

•드라이나 아이론으로 스타일링하

여 마무리한다.

제 15 주

1

기말고사

•평가내용 : 주어진 평가 시간 내 

학습자가 제시된 도해도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여 완성한 작

품을 평가한다.

•채점기준은 5개로 구분하며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준비물 및 태도, 헤어커트도구 

숙련도, 파팅 및 각도, 작업과정, 

조화미

· 실습준비물 일체

· 명찰, 카메라, 타이머

· Portfolio 총 정리본 

제출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