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학개론(Introduction of Cosmetology)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모발, 피부의 특성, 구조, 역할 등 미용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익히고,
관련된 현상과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여 현장업무 능력을 배양한다.
● 뷰티전산실무(Beauty Computing Practice)
뷰티 업무에 필요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등 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무수행 능력
을 향상시킨다.
● 기초헤어커트(Basic Hair Cut)
헤어스타일 연출에 필요한 헤어커트 디자인의 개념, 요소,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다양한 커트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 기초드라이(Basic Dry)
헤어연출에 있어 세트 롤 활용 기법 및 드라이 기법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각도에 따른 헤어연
출법을 비롯한 다양한 연출법에 대해 교육한다.
● 두피와모발관리(Trichology Management)
두피와 모발의 일반적인 특성, 구조를 학습하고, 모발의 역할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기법을 익혀 현장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 미용색채학(Beauty Color)
색채 이론, 색의 속성, 색채 지각, 색채 체계, 퍼스널 컬러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미
용 예술을 위한 색채 감각을 익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뷰티서비스실무(Beauty Service Practice)
뷰티상품의 생산, 판매,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론과 서비스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와 서
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 기초피부관리(Basic Skincare)
피부에 대한 이해와 피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를 접목하여
교육하며, 페이셜 중심 케어에 초점을 두고 학습한다.
● 기초메이크업(Basic Make-up)
메이크업의 용어와 화장품의 사용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고 얼굴의 형태, 눈과 눈썹, 입 등의
비율을 파악하여 얼굴 뷰티를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 기초헤어펌(Basic Hair Wave)
기초펌 와인딩 및 세팅펌, 볼륨펌, 디지털펌, 트위스트펌, 텍스쳐펌 등 미용 현장에서 활용 및
응용되는 실무 기법들을 파악한다.
● 기초네일아트(Basic Nail Art)

손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듬고 정리하며, 손톱에 장식을 부착
하거나 그림을 그려 예술적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화장품학(Advanced Cosmetology)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화학반응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무를 익힘으로써 뷰티전문가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응용피부관리(Advanced Skincare)
피부구조와 피부생리에 대해 교육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피부노화, 피부영양소 등
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는 학습함으로 응용력을 높인다.
● 트렌드메이크업(Trend Make-up)
뷰티메이크업을 기반으로 하여 인물과 상황에 적합한 트렌드메이크업을 디자인하고 형상화시
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자질과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 기초헤어컬러(Basic Hair Coloring)
모발이론을 학습하고 염색 및 탈색에 의한 모발의 변화를 익혀 얼굴과 머리 형태에 조화를 이
룰 수 있는 다양한 컬러링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응용네일아트(Advanced Nail Art)
네일아트에 필요한 색채학과 피부색에 어울리는 네일 컬러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구도를
활용하는 방법의 습득을 통해 네일을 디자인한다.
● 현장실습((Field Practice)
교과목을 통해 익힌 지식과 기술을 관련 산업체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고, 경험을 통해서 현장 직무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아트메이크업(Art Make-up)
예술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연출하는 창작기법의 습득을 통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미지 디자인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예술적 감각을 습득한다.
● 헤어스타일링(Hair Styling)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올리기, 땋기, 부풀리기 등의 기술을 이
용하여 다양한 스타일 연출 방법을 습득한다.
● 토탈뷰티코디네이션(Total Beauty Coordination)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뷰티표현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과 토탈뷰티스
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탈뷰티코디네이션 아티스트로서 자질을 갖춘다.
● 뷰티창업실무(Beauty Start-up Practice)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의성 있는 시장 개척하기 위한 창업의 절차를

이해하고 창업시뮬레이션 등 실제 창업에 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 집중 학습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