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 수업계획서
교과목 학습목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하여는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지, 시각원리, 컬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과 감각이 필요하며 편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수업에서는 웹디자인에 필요한 기본내용들과,
기획적인 측면에 대하여 공부하며 이러한 지식과 감각을 바탕으로 컨셉을 세우고 그에 맞는 웹페이
지를 디자인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쇼핑몰 디자인 & 제작북

임화연,

한빛미디어,

2014

•부교재 : 웹 기획 기초와 설계

강은정,

한빛미디어,

2012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내용

1

수업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과 웹의 의미와 웹 기획의 의미를 통해 좋은 웹 사이
트의 요건과 웹 기획자가 갖추어야할 능력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포토샵의 간단한 기능인 파일제작 레이어.그룹 만들기의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실
습하여 학습한다.

3

레이어마스크, 클리핑마스크, 이미지변형,패스,펜툴등 포토샵을 사용함에 있어 중요
한 기능들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 해본다.

4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동원하여 자유작업을 하고, 포토샵의 기능들을 숙지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플래시의 사용 목적과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파일제작, 이미지 불러오기 애니메이
션의 타임라인을 학습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플래시의 응용기능인 버튼제작. 이미지효과. 글씨를 쓰는 듯한 로고제작. 부드럽게
전환되는 이미지 등을 학습한다.

3

이론 시간에 배웠던 플래시의 기능들 ( 타임라인. 자연스럽게 열리는 이미지, 텍스
트입력 플래시버튼. 날아오는 이미지효과)을 실습을 통하여 제작한다.

4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동원하여 자유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포토샵의 기능
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1

쇼핑몰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과정들을 설명한다.

자료수집. 디자인경향분석. 이름결정. 고객분석. 게시판 목록정리. 대표카피와 상품
선별을 선정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그 외 디자인 콘셉인 레이아웃결정.메인컬러.디자인범위,플래시 작업 범위등 철저
한 조사를 통해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게 학습한다.

3

쇼핑몰을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작성해 본다. 기획서는 파워포인트나 한글 문
서를 이용해서 작업해보고 로고나 카테고리 위치, 진열할 배너의 내용을 모두 정리
해서 하나의 파일로 작성해 본다. 그리고 레이아웃, 메인 컬러, 보조 컬러, 포인트
컬러를 설정하고 디자인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 콘셉을 결정하는 과
정을 학습한다.

4

기획했던 조사내용들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여 보다 쉽게 쇼핑몰 제작을 할 수 있
게 한다.

1

여성 의류 쇼핑몰의 특징과 기획과정을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최적의
디자인을 찾아 제작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쇼핑몰들의 레이아웃을 가이드라인작업을 통해 상단메뉴.
로고디자인.메인 이미지 및 상품소개코너 작업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학습한
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페이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작업부터 로고 및 상단 메뉴 디자인을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 이미지 및 신상품 소개 코너디자인.배너 및 진열 상품을 디자인한다.

1

여성의류 쇼핑몰을 디자인 하기위한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배너
및 하의 메뉴 디자인의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목록/상세 페이지를 위한 디자인을 학습한다. 목록 페이지.상세 페이지. 사이즈표
디자인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카테고리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배너 및 하의 메뉴 디자
인)들을 책과 PPT를 통해 실습해본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목록/상세 페이지를 위한 디자인, 목록 페이지. 상세 페
이지. 사이즈표 디자인)들을 책과 PPT를 통해 실습해본다.

1

쇼핑몰 홈페이지의 마지막단계에는 각 페이지의 분할이 필요하다. 요번 강의에서
는 각 페이지의 분할의 필요성과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제 4 주

제 5 주

제 6 주

2

마무리 작업인 플래시 작업과, 서로간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 버튼의 제작
방법을 학습한다.

3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메인페이지 분할. 상품 목록 페이지 분할, 상세 페이지
분할, 빅매치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4

플래시로 모션을 만들어 배너 화면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링크 버튼을 만들어
쇼핑몰 홈페이지를 완성하고 직업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확인해 본다.

1

본격적인 작업에 앞써 쇼핑몰들의 레이아웃을 가이드라인작업을 통해 상단메뉴.
로고디자인.메인 이미지 및 상품소개코너 작업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학습한
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페이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작업부터 로고 및 상단 메뉴 디자인을 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페이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작업부터 로고 및 상단 메뉴 디자인을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 이미지 및 신상품 소개 코너디자인.배너 및 진열 상품을 디자인한다.

제 7 주

제 8 주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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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고

사

1

패션잡화 쇼핑몰을 디자인 하기위한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배너
및 하의 메뉴 디자인의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목록/상세 페이지를 위한 디자인을 학습한다. 목록 페이지.상세 페이지. 사이즈표
디자인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카테고리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배너 및 하의 메뉴 디자
인)들을 책과 PPT를 통해 실습해본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목록/상세 페이지를 위한 디자인, 목록 페이지. 상세 페
이지. 사이즈표 디자인)들을 책과 PPT를 통해 실습해본다.

1

쇼핑몰 홈페이지의 마지막단계에는 각 페이지의 분할이 필요하다. 요번 강의에서
는 각페이지의 분할의 필요성과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 9 주

제 10주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마무리 작업인 플래시 작업과, 서로간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 버튼의 제작
방법을 학습한다.

3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메인페이지 분할. 상품 목록 페이지 분할, 상세 페이지
분할, 빅매치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4

플래시로 모션을 만들어 배너 화면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링크 버튼을 만들어
쇼핑몰 홈페이지를 완성하고 직업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확인해 본다.

1

본격적인 작업에 앞써 쇼핑몰들의 레이아웃을 가이드라인작업을 통해 상단메뉴.
로고디자인.메인 이미지 및 상품소개코너 작업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학습한
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토론

2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페이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작업부터 로고 및 상단 메뉴 디자인을 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페이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작업부터 로고 및 상단 메뉴 디자인을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메인 이미지 및 신상품 소개 코너디자인.배너 및 진열 상품을 디자인한다.

1

패션 잡화 쇼핑몰을 디자인 하기위한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배너
및 하의 메뉴 디자인의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목록/상세 페이지를 위한 디자인을 학습한다. 목록 페이지.상세 페이지. 사이즈표
디자인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3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카테고리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배너 및 하의 메뉴 디자
인)들을 책과 PPT를 통해 실습해본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목록/상세 페이지를 위한 디자인, 목록 페이지. 상세 페
이지. 사이즈표 디자인)들을 책과 PPT를 통해 실습해본다.

1

쇼핑몰 홈페이지의 마지막단계에는 각 페이지의 분할이 필요하다. 요번 강의에서
는 각페이지의 분할의 필요성과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및 토론

2

마무리 작업인 플래시 작업과, 서로간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 버튼의 제작

제 11주

제 12주

제 13주

방법을 학습한다.

제 14주

3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메인페이지 분할. 상품 목록 페이지 분할, 상세 페이지
분할, 빅매치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4

플래시로 모션을 만들어 배너 화면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링크 버튼을 만들어
쇼핑몰 홈페이지를 완성하고 직업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확인해 본다.

1

드림위버를 이용하여 HTML 파일로 준비한다. 이 때 기본 레이아웃을 편집하고 레
이아웃에 모듈을 설정한다. 로고 편집 및 로그인/아웃, 보조 버튼을 편집한다. 그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무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선정하여 제작된 프로그램 소스를 업로드 시켜 웹을
통해서 제작된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HTML 파일제작.드림위버 레이아웃편집. 레이아웃모듈
설정, 솔루션을 선정)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4

과제로 제작했던 쇼핑몰 홈페이지들을 솔루션에 등록하고 , 제작했던 모든 내용들
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설명 한다.

제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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