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응용드라이실습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여러 가지 응용 스타일링을 연습하
고, 여러 가지 도구들의 사용방법에 
대해 인지한다. 또한 연출상황, 얼굴
의 형태, 헤어 컬러, 길이를 가정하여 
그에 따라 자유롭게 스타일링을 창작
한다. 리버스(바람머리) 스타일, 숏 
훠워드(주부스타일), 숏 리버스(주부
스타일), C컬 드라이 연출기법, 안말
음 드라이 연출기법, S컬 드라이 연
출기법, 겉말은 연출기법, 버티컬 지
라시 드라이 연출기법, 스크런치 드
라이 연출기법, 세팅 지라시 드라이 
연출기법, 휭거 드라이 연출기법, 남
성 드라이 연출기법에 따른 부로우 
드라이 기법과 더불어 S컬 웨이브, 
물결 웨이브 기법의 아이론 드라이 
기법을 익힌다. 여러 가지 방법의 응
용 스타일링 기법을 통하여 고객과 
상담을 통한 때와 장소에 맞는 스타
일링이 가능하며, 트렌드나 어떠한 
스타일링을 보고 실제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응용드라이실습은 독립적은 스타일링 연출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링의 마무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테크닉으로 

블로우드라이, 매직기, 아이론기 등의 기기와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수업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1. 모발의 수분함량을 조절하여 블로우드라이와 매직기,

아이론기로 다양한 스타일(리버스(바람머리) 스타일, 숏 

훠워드(주부스타일), 숏 리버스(주부스타일), C컬 드라이 

연출기법, 안말음 드라이 연출기법, S컬 드라이 연출기법,

겉말음 연출기법, 버티컬 지라시 드라이 연출기법, 스크런치 

드라이 연출기법, 세팅 지라시 드라이 연출기법, 휭거 

드라이 연출기법, 남성 드라이 연출기법에 따른 블로우 

드라이 기법과 더불어 S컬 웨이브, 물결 웨이브 기법의 

아이론 드라이 기법을 연출할 수 있다.

2. 드라이 시술 전·후에 따라 열에 의한 손상도와 건조함을 

방지하고, 마무리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고객상담을 통해 트렌드에 어울리고, 얼굴형태, 헤어컬러,

모발길이, T.P.O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과정명 응용드라이실습

■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제 1 주

1 오리엔 테이션 및 교재 설명

2

1)강의주제: 모발의 기본적 지식을 다지는 이해

2)강의목표:

①모발의 발생과 성장에 대해 설명한다

②모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모발의 발생구조와 모낭 세포의 분화에 대해 설명

②모발의 성장주기(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탈모기 및 발생기)에 대해 설

명함

③모발의 구조인 모근과 모간에 대해 설명함

3

1)강의주제: 모발의 기본적 지식을 다지는 이해

2)강의목표:

①모발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 설명한다

②모발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직모, 파상모, 축모에 대해 교육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②보호기능, 배출기능, 건강 바로미터 기능기능, 장식적(미용적)기능을 설

명해 주며 관련 교육자료를 보여줌

4 1)강의주제: 모발의 기본적 지식을 다지는 이해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2)강의목표:

①모발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설명을 한다

②모발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모발의 물리적 성질인 탄성, 흡습성, 팽윤성, 광변성, 대전성, 열변성에 

대해 설명

②모발의 화학적 성질인 단백질, 모발의 결합에 대해 설명

제 2 주

1

1)강의주제: 모발 진단 및 관리 방법 이해

2)강의목표: 모발 손상의 원인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물리적 자극에 의한 손상인 타월 드라이에 의한 손상, 샴푸에 의한 손상, 

빗질에 의한 손상, 열에 의한 손상, 기계적 손상에 대해 설명

②화학 처리에 의한 손상인 퍼머넌트제나 염색제, 탈모제의 썩여 있는 알칼

리 제품에 의한 손상에 대해 설명

③환경에 의한 손상, 일광에 의한 손상, 생리적 요인에 의한 손상에 대해 

설명

2

1)강의주제: 모발 진단 및 관리 방법 이해

2)강의목표: 모발의 진단방법에 해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모발 진단의 목에 대해 설명

②모발 진단의 방법인 감성적 진단, 인장 강도 진단, 팽윤도 진단, 알칼리 

용해도 진단, 아미노산의 조성 변화 측정에 대해 설명

3

1)강의주제: 모발 진단 및 관리 방법 이해

2)강의목표: 모발의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모발 관리의 목적에 대한 질의 후 그에 대한 설명

②손상 모발의 개선 방법인 다공성 모발의 원인과 개선방법, 건성 모발의 

원인과 개선방법, 광선에 의한 변화된 모발의 원인과 개선방법, 약품에 의

한 변성 모발의 원인과 개선방법에 대해 설명

4

1)강의주제: 모발 진단 및 관리 방법 이해

2)강의목표: 모발의 관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주의점도 알려준다

3)강의세부내용:

②손상 모발의 개선 방법인 약품에 의한 변성 모발의 원인과 개선방법, 천

연보습인자, 피지의 기능에 대해 설명

제 3 주

1

1)강의주제: 블라우 드라이&아이론

2)강의목표: 

①블로우 드라이&아이론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한다

②블로우 드라이가 먼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블로우 드라이 역사에 대해 설명

②아이론의 역사에 대해 설명

③블로우 드라이의 정의

2
1)강의주제:블라우 드라이&아이론

2)강의목표:블로우 드라이 시술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다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3)강의세부내용:

- 블로우 드라이의 원리

 ①모발결합(주쇄결합,측쇄결합)에 대해 설명

 ②블로우 드라이 시술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습도, 텐션, 온도, 

속도, 각도)에 대해 설명

3

1)강의주제:블라우 드라이&아이론

2)강의목표:블로우 드라이도구 및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 블로우 드라이 도구 및 사용법

 ①드라이도구(블로우 드라이어, 디퓨져, 롤 브러시, 덴멘 브러시, S자 브

러시, 클립, 분무기)에 대해 설명

 ②롤 브러시 사용방법(S컬, 텐 테크닉, 모근 살리기)에 대해 설명

4

1)강의주제:블라우 드라이&아이론

2)강의목표:블로우 드라이 유의사항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블로우 드라이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②블로우 드라이 시수 시 사용되는 제품(투페이스, 헤어무스, 에센스, 컬링 

에센스, 헤어왁스, 헤어 스프레이, 포마드)에 대해 설명

제 4 주

1

1)강의주제:블로우 드라이&아이론

2)강의목표: 아이론 정의 및 분류 모양,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아이론의 정의에 대한 설명

②아이론 도구 및 사용법(아이론 종류에 따른 분류, 아이론 모양에 따른 분

류, 아이론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③아이론 시술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2

1)강의주제:두상 부위와 역할

2)강의목표:두상의 부위 및 설명을 하면서 관련 이미지를 보여준다

3)강의세부내용:두상의 부위 및 명칭(E.P, C.P, T.P, G.P, B.P 등 15가지 

포인트 위치)에 대한 설명 

3

1)강의주제:두상 부위와 역할

2)강의목표:두상의 부위 및 설명을 하면서 관련 이미지를 보여준다

3)강의세부내용:두상의 부위 및 명칭(E.P, C.P, T.P, G.P, B.P 등 15가지 

포인트 위치)에 대한 설명 

4

1)강의주제:두상 부위와 역할

2)강의목표:두상 부위별 역할이 어떤건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보여준다

3)강의세부내용:두상 부위별 역할(Front, Top, Golden, Back, Nape, Side 

부위)에 대한 설명

제 5 주 1

1)강의주제:블로우 드라이 및 아이론 실제

2)강의목표:헤어 웨이브가 어떤 분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①웨이브 명칭에 대한 설명

②웨이브의 릿지에 따른 분류(수평 웨이브, 대각 웨이브, 수직웨이브)에 대

한 설명

③웨이브의 형상에 따른 분류(새오두 웨이브, 와이드 웨이브, 프리즈 웨이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브, 내로우 웨이브)에 대한 설명

④헤어롤링(논 스템 롤러 컬, 하프 스템 롤러 컬, 롱 스템 롤러 컬)에 대한 

설명

⑤웨이브 형성 이론(C컬 이론, S컬 이론)에 대한 설명

⑥웨이브의 분류(크로키놀식 웨이브, 스파이럴식 웨이브, 압축식)에 대한 

설명

2

1)강의주제:블로두 드라이 및 아이론 실제

2)강의목표:블로우 드라이의 기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

다

3)강의세부내용:

①인컬에 대한 설명

②아웃컬에 대한 설명

③볼륨 C컬에 대한 설명

3

1)강의주제:블로두 드라이 및 아이론 실제

2)강의목표:아이론의 기법이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알려준

다

3)강의세부내용:

①뿌리 볼륨에 대한 설명

②스트레이트에 대한 설명

③컬(인컬,아웃컬,J컬, S컬)에 대한 설명

④파워 핸드드라이(볼륨을 줄 때, 모발의 흐름을 줄 때, 내추럴함을 줄 때, 

트위스트, 스트레이트)에 대한 설명

4

1)강의주제:블로우 드라이 및 아이론 실제

2)강의목표:

①블로우 드라이&아이론 스타일링 기법 구사 시의 준비동작에 대해 설명을 

한다

②블로우 드라이&아이론 스타일링 시 시술 자세에대해 설명을 하면서 기본

적은 자세를 알려준다

3)강의세부내용:

①케이프 착용에 대한 설명

②모발에 물을 분사에 대한 설명

③모발 쉐이핑에 대한 설명

④블로우 드라이&아이론 스타일링 시 시술 자세에 대한 설명

제 6 주

1

1)강의주제:드라이 스타일

2)강의목표:

수평보브(후대각 S컬 드라이)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3)강의세부내용:

인테리어 부분을 핸드 드라이를 이용해 두상각 180도로 들어 프린지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뿌리를 살려 볼륨 드라이한다.

2

1)강의주제:드라이 스타일

2)강의목표:

수평보브(후대각 S컬 드라이)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3)강의세부내용:



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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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베이스로 판넬을 들어 모근쪽부터 열을 주며 내려오며 후대각 방향으로 

롤을 한 바퀴 반 감아 상단부와 하단부을 번갈아 열을 준다.

②사이드, 백사이드 같은 방법으로 한다.

3

1)강의주제:드라이 스타일

2)강의목표:

수평보브(후대각 S컬 드라이)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3)강의세부내용:

금속 브러시를 이용하여 프린지 부분은 아웃 컬로 롤링하고 오른쪽 사이드

에 리버스 방향으로 틀어 드라이 후 모발 끝1/3을 잡아 인 컬로 롤링하여 

모발 얼굴 방향으로 롤을 빼면서 드라이한다.

4

1)강의주제:드라이 스타일

2)강의목표:

수평보브(후대각 S컬 드라이)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3)강의세부내용:

수평보브(후대각 S컬 드라이) 후  헤어스타일 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제 7 주

1

1)강의주제: 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미듐 그래쥬에이션 (인 컬 드라이) : 포워드(주부스타일) 안말

음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미듐 그래쥬에이션 (인 컬 드라이) : 포워드(주부스타일) 안말음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인테리어 부분을 수평 섹션 180도로 들어 올려 모근부위에 열을 주어 뿌

리 볼룸을 살려준다.

2

1)강의주제: 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미듐 그래쥬에이션 (인 컬 드라이) : 포워드(주부스타일) 안말

음하기

3)강의세부내용:

꼬리 빗을 이용하여 컬을 정리한다.

3

1)강의주제: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미듐 그래쥬에이션 (아웃 컬 드라이) :겉말음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미듐 그래쥬에이션 (아웃 컬 드라이) : 겉말음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자연각도 0도로 모발 끝부분 아웃 컬로 한 바퀴를 감아 여러 번 롤링 후 

상단부와 하단부에 열을 준 뒤 롤을 회전하면서 빼준다.

4

1)강의주제: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미듐 그래쥬에이션 (아웃 컬 드라이) :겉말음하기

3)강의세부내용:

미듐 그래쥬에이션 (아웃 컬 드라이) :겉말음 후 스프레이로 스타일을 고정

한다.

제 8 주

1 중간고사

○ 평가내용 : 응용드라이실습의 개요 및 모발의 이해, 얼굴형·헤어파팅(가르마)에 

따른 헤어디자인 연출, 블로우드라이&아이론의 이론과 실제의 학습영역 내에서 

평가한다.

2

3

4

제 9 주 1 1)강의주제: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2)강의목표:숏 커트(버티컬 리버스 드라이)

3)강의세부내용:

① 숏 커트(버티컬 리버스 드라이)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드라이 노즐 부위가 모근에서 45도 위로 향하게 하여 열을 준다.

2

11)강의주제: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숏 커트(버티컬 리버스 드라이)

3)강의세부내용:

①버티컬 섹션 리버스 방향으로 드라이한다.

②꼬리 빗을 이용하여 컬을 손질한다.

3

1)강의주제: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미듐 레이어(후대각 아웃 컬 드라이): 버티컬 지라시

3)강의세부내용:

① 미듐 레이어(후대각 아웃 컬 드라이): 버티컬 지라시 설명 후 데모스트

레이션을 진행한다.

②인테리어 부분을 사이든느 수평, 백사이드는 전대각, 백부분은 수평으로 

섹션을 나누어 두상각 180도 들어 올려 드라이 열을 주어 전체적으로 볼륨

을 준다.

4

1)강의주제:롤브러시 브로우드라이

2)강의목표:미듐 레이어(후대각 아웃 컬 드라이): 버티컬 지라시

3)강의세부내용:

양면브러시를 이용해 프린지 모근부위를 사선으로 들어 드라이로 볼륨을 주

고 스프레이로 고정한다.

제 10 주

1

1)강의주제:플랫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숏 그래쥬에이션(인 컬 아이론) 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숏 그래쥬에이션(인 컬 아이론)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핸드 드라이를 이용하여 모근부분에 볼륨을 주며 방향감을 잡아준다. 백

부분도 거꾸로 모발을 들어가며 뿌리에 열을 준다.

2

1)강의주제:플랫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숏 그래쥬에이션(인 컬 아이론) 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판넬을 온베이스로 잡아 가볍게 c컬로 아이론 하여 볼륨을 준다.

② 자연스러운 c 컬 드라이

3

1)강의주제:플랫 아이론 스타일(세팅 지라시)

2)강의목표:롱 레이어(S 컬 아이론):세팅 지라시 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롱 레이어(S 컬 아이론):세팅 지라시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

다.

② 세팅 와인딩 한다.

4

1)강의주제:플랫 아이론 스타일(세팅 지라시)

2)강의목표:롱 레이어(S 컬 아이론) :세팅 지라시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인테리어 부분을 수평으로 파팅으로 잡아 오른쪽 방향 45도로 틀어 C컬

을 그리며 내려온 뒤 모발을 모근쪽으로 살짝 밀어주어 식혀 C컬을 한다.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② 모근 부위를 온베이스로 들어 볼륨을 준다.

제 11 주

1

1)강의주제:플랫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롱길이 웨이브 지라시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롱길이 웨이브 지라시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판넬과 웨이브의 위치를 맞추어 아이론 45 각도로 한다.

2

1)강의주제:플랫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롱길이 웨이브 지라시

3)강의세부내용:

① 판넬과 웨이브의 위치를 맞추어 45도 각도, 리버스 방향으로 시술한다.

② 탑 부분의 모발을 들어 스프레이 도포 후 볼륨을 살려준다.

3

1)강의주제: 물결 웨이브 아이론

2)강의목표:롱길이 물결 웨이브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롱길이 물결 웨이브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아이론이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여 인 컬 방향으로 반 바

퀴 감아 C컬을 그리며 4cm 내려와 아이론을 빼고 위로 밀어 C컬을 고정한

다.

4

1)강의주제: 물결 웨이브 아이론

2)강의목표:롱길이 물결 웨이브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아이론이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여 아웃 컬 방향으로 반 

바퀴 감아 C컬을 그리며 4cm 내려와 아이론을 빼고 위로 밀어 C컬을 고정한

다.

② 인 컬과 아웃 컬을 반복하고 스프레이로 고정한다.

제 12 주

1

1)강의주제:반 원형(반달)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스파니엘(앞머리 물결웨이브+ 뒷머리 J 컬)

3)강의세부내용:

① 스파니엘(앞머리 물결웨이브+ 뒷머리 J 컬)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자연 시술각 0도로 모발 끝부분 5cm를 아웃 컬로 만든다.

③ 백포인트 부분부터 플랫아이론 수직으로 내려오다 모발 끝 5cm정도 수평

으로 꺽어 자연스럽게 쓸어 내려와 J 컬을 만든다.

2

1)강의주제:반 원형(반달)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스파니엘(앞머리 물결웨이브+ 뒷머리 J 컬)

3)강의세부내용:

① 사이드는 버티컬 리버스 방향, 다이애거널로 와인딩한다.

② 손으로 웨이브를 풀어 빗질한다.

3

1)강의주제:롤브러시+아이론

2)강의목표:비대칭 스파니엘(앞머리 S컬+ 인 컬 아이론)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비대칭 스파니엘(앞머리 S컬+ 인 컬 아이론)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프론트, 사이드 롤브러쉬 브로우 드라이로 볼륨을 준다.

4 1)강의주제:롤브러시+아이론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2)강의목표:비대칭 스파니엘(앞머리 S컬+ 인 컬 아이론)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G.P부터 아이론으로 가볍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다가 모발 끝 5cm 반 바

퀴 말아서 C컬로 드라이한다.

② 사이드를 포워드 방향으로 크게 C컬울 그리며 아이론 한다.

제 13 주

1

1)강의주제:숏 커트(인 컬 아이론)

2)강의목표:숏 커트(인 컬 아이론)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숏 커트(인 컬 아이론)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드라이로 뿌리부분을 수분을 말리며 볼륨을 준다.

2

1)강의주제:숏 커트(인 컬 아이론)

2)강의목표:숏 커트(인 컬 아이론)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온베이스로 잡아 C컬 아이론 한다.

② 사이드를 온베이스로 잡아 C컬을 그리면서 얼굴 방향으로 모발 끝을 빼

면서 내려온다.

3

1)강의주제:숏 커트(C 컬 볼륨 아이론)

2)강의목표:숏 커트(C 컬 볼륨 아이론)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숏 커트(C 컬 볼륨 아이론)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기본 볼륨 드라이 탑부분과 후두부 모발을 들어 모근부분에 드라이 열을 

주어 볼륨을 준다.

4

1)강의주제:숏 커트(C 컬 볼륨 아이론)

2)강의목표:숏 커트(C 컬 볼륨 아이론)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C컬 볼륨을 만든다.

② 프린지 부분은 인 컬로 빼준다.

제 14 주

1

1)강의주제:원형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28mm 아이론을 이용한 S 컬 웨이브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28mm 아이론을 이용한 S 컬 웨이브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핸드 드라이를 이용하여 모근부위에 볼륨을 준다.

③ 금속 롤브러시를 이용하여 열을 주면서 올려 드라이 한다.

2

1)강의주제:원형 아이론 스타일

2)강의목표:28mm 아이론을 이용한 S 컬 웨이브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원형 아이론을 45도 기울인 뒤 모발을 리버스 방향으로 감아 열을 준다.

② 프린지 부분은 수직 파팅으로 모근 1/2지점 다이에거널 방향으로 반 바

퀴 와인딩하여 사선으로 내려준다.

③ 마무리 스프레이로 뿌리 부분에 뿌려준 뒤 드라이로 열을 주어 고정하고 

손가락으로 웨이브를 풀며 정리한다.

3

1)강의주제: 다이렉트

2)강의목표: 인크리즈 레이어-다이렉트기기 사용하여 다이렉트 스타일 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인크리즈 레이어-다이렉트스타일 설명 후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한다.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② 모발량이 적은사람에게 적합하다.

4

1)강의주제: 다이렉트

2)강의목표: 인크리즈 레이어-다이렉트기기 사용하여 다이렉트 스타일 하기 

3)강의세부내용:

① 앞전에 다이렉트가 시술된 모발의 홈을 맞추어 시술한다.

② 판넬의 각도를 0도와 90도 해 본다.

③ 최대 볼륨을 만들 수 있다.

제 15 주

1 기말고사

○ 평가내용 :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을 선정하고 모발길이별, 방향성(포워드,

리버스)을 고려하여 스트레이트, C컬, 웨이브, 지라시, 물결웨이브 등에서 선택하여 

응용드라이 테크닉을 연출하고 평가한다.

○ 채점기준은 5개로 구분하며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준비물 및 작업자세, 도구(기기)의 사용방법, 작업과정의 정확도, 숙련도, 완성도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