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오헤어시그니처과 교과목 개요 (산업체위탁과정) 

베이직헤어드라이& 

스타일링  

Basic Hair Dry & Styling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커트의 형태 따라서 각 스타일링 도구 등에 의해 여

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스타일링 기본 테크닉을 배운다.  

헤어바스&트리트먼트 

Hair Bath & Treatment 

실무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헤어바스 테크닉, 두피관리 및 각 

두피에 타입을 알아보고, 두피관련 제품을 학습한다. 

살롱콘텐츠마케팅  

Salon Contents Marketing 

실무 현장에서 마케팅 소스로 주로 사용되는 SNS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콘텐츠로 광고·홍보 효과를 알아보는 수업이다. 

주니어헤어커트 

Junior Hair Cut  

두상의 골격과 포인트, 기초적인 헤어커트 베이스 이해 및 가위 컨트롤을 

배울 수 있다. 

주니어헤어펌  

Junior Hair Perm 
두상의 각도와 컬의 방향 등 웨이브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미용안전위생관리 

Beauty Safety & Hygiene 

Management  

미용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보건과 안전법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모발과학 

Hair Science 

두피와 모발에 관한 생리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연관 매커니즘을 이

해하고, 헤어미용 실무에 적용되는 원리와 연계하여 통찰한다.  

시그니처헤어드라이& 

스타일링 

Signature Hair Dry & Styling  

트렌드에 맞는 헤어 연출법, 각종 아이론 도구를 사용하여 고열에 의한 원

리 및 다양한 아이론의 종류와 각기 다른 아이론 사용 방법을 학습한다. 

준오멘즈커트 

JUNO Men's Cut  

현재 준오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교과목이며, 남성 고객의 긴 기장부터 짧

은 기장까지 헤어 커트 도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테크닉을 활용하는 교과

목이다. 

준오우먼즈커트 

JUNO Women's Cut  

여성 고객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길이, 형태, 테크닉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헤어커트 살롱 워크의 방식을 활용하는 교과목이다. 

주니어헤어컬러 

Junior Hair Color  
기초적인 염색 레벨과 색의 삼원색, 보색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주니어헤어스타일링 

Junior Hair Styling  

모발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드라이 테크닉을 위한 모류 방

향, 온도, 각도, 텐션 등에 대해 학습한다. 

살롱서비스매뉴얼 

Salon Service Manual  

헤어살롱 직무 서비스와 관련된 매뉴얼을 짚어보고, 체계화된 살롱서비스

매뉴얼 개발할 수 있다.  



시그니처헤드스파 

Signature  

Head Spa  

두피·모발에 대한 해부학적 특징, 생리학적 현상, 물리적·화학적 원리 및 

두피나 모발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 관리방법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

로 학습하고, 헤드스파 실무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트리콜로지스트 

영역을 다룬다. 

베이직헤어컬러 

Basic Hair Color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인 색의 사용과 색채조절, 색채계획, 효과적 배색을 

교육하고, 기본적인 색상환 및 염모제 그리고 기본 컬러터치 테크닉을 학

습한다. 

준오멘즈펌 

JUNO Men's Perm  

준오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교과목이며, 최신 트렌드 남자 펌 실무를 다양

하게 접해볼 수 있다. 

준오우먼즈펌 

JUNO Women's Perm  

헤어살롱시장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헤어 펌, 그 중에서

도 여성 트렌드 펌 테크닉을 폭넓게 활용해보는 교과목이다. 

시니어헤어커트 

Senior Hair Cut  

헤어커트 심화 교과목으로 실전 살롱워크에 사용하는 기술력과 시니어 헤

어커트 테크닉을 특화하여 배울 수 있다.  

시니어헤어펌  

Senior Hair Perm 

콜드 펌과 열 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세팅 등 다양한 트

렌드 펌 연출을 할 수 있다.  

시그니처헤어컬러 

Signature Hair Color  

트렌드에 맞게 실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 컬러터치 테크닉(위빙, 호일워

크 등)을 교육하고, 블리치를 이용하여 트렌드 컬러를 만든다. 

시그니처헤어커트 

Signature Hair Cut  

실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여성 커트 실무 교과목으로, 형태와 

질감 등 다양한 커트 테크닉을 활용하여 디자인 커트를 완성한다.  

시그니처헤어펌 

Signature Hair Perm  

실무 현장에서 적용되는 트렌드 여성 펌을 기본으로, 커트 형태에 맞게 펌

을 디자인하며 표현될 수 있는 테크닉을 학습한다. 

시니어헤어컬러  

Senior Hair Color 

옴브레, 발레아쥬 등 컬러로 트렌드 함을 연출하며, 커트와 드라이에 어울

리는 컬러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시니어헤어스타일링 

Senior Hair Styling  

트렌드 한 연예인 헤어스타일 연출과 실전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드라이 

테크닉(뿌리 볼륨, 웨이브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대인관계와 

이미지메이킹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mage Making 

기업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그 역량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

인 이미지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이미지를 완성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서류

와 면접 준비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퍼스널컬러 

Personal Color 

퍼스널컬러, 스타일 분석을 통해 퍼스널 이미지 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프리젠테이션실무 

Presentation Practice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excel, hwp, ppt 등)을 사용할 수 있

는 디지털문해능력을 향상시켜 정보 처리된 자료를 타인에게 프레젠테이

션 하는 능력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구체적인 직장문서를 다룰 수 있다. 

갈등관리스킬과 

직장매너 

Conflict Management Skills and  

Workplace Manners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

만하게 지내는 협업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스킬을 배

우고 직장에서의 매너를 이해함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조직에 대한 이해력

을 높인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이해 

Understanding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체계적, 창의적, 혁신적으로 이끌 리더십과 공통

의 목표를 위해 구성된 집단구성원들과의 질 높은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

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한국뷰티산업발전사 

Korea Beauty Industry 

Development History 

급변하는 한국뷰티산업의 성장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한국뷰티산업의 발전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 방안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