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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For the Korean fashion industry to become more competitive, not only does it need to develop 
a higher value-added fashion products, but also needs to raise creative and professional talented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develop new curriculum for education in 
the fashion design field by analyz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curriculum 
in fashion design. Based on the curriculums of fashion design field of universiti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the degree of applica-
tion for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field. The study gathered data from 235 students from 6 
universities in Seoul.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ferred career courses 
after graduation were fashion designer for woman`s or menswear, patterner. Second, clothing con-
struction field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the present, while material plan-
ning field is considered to become the most important in the future. The fashion design field was 
evaluated as an important field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ird, fashion design, accessory de-
sign, fashion design CAD, fashion illustration were evaluated as important subjects and highly avail-
able for career. Fourth, fashion design CAD, fashion illustration, and textile design were evaluated 
as the courses that needed more emphasis. Flat sketch, spec sheet, on-the-job training were needed 
to be included. Fashion designer, and patterner were preferred for career courses. Clothing con-
struction, material planning, and fashion design were evaluated as important fields. Accessory de-
sign, fashion design CAD, and fashion illustration were evaluated as important and highly available 
subjects for career. For the new curriculum in the fashion design field, more courses on fashion 
design CAD, fashion illustration, textile design and on-the-job training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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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패션산업은 21세기에 들어와 글로벌화, 정보

화가 가속화되면서 패션산업계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

화하게 되었으며, 패션산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비

자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개성화되었다.

한국 패션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

력을 높여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션

산업의 환경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여 고부가가

치가 있는 패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야 한다.

패션디자인분야는 패션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전문분야로서 변화하는 패션산업의 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의 패션기업에서 디자이너의 업무와 관

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선적으

로 디자인팀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들 수 있다.

디자인팀의 변화뿐 아니라 디자인팀의 협력부서 및

협력업체 또한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디자이너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기본 업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Lee, 2003). 이러한 디자인팀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는 각각의 디자이너에게 주

어지는 업무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좁아짐과 동시에

깊어져야 하며 기존의 디자이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므로 패션디자이너를 위한 재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 Moon, 2010).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

치 패션상품 개발뿐 아니라 패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직 패션디자이너의 재교육도 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육

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패션디자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창

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에 대

한 교육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새로

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학

생들이 졸업 후에 진출할 진로와도 연계성이 높으므

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요구된다.

패션전문분야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과과정의 분석, 교육방향에

대한 제언,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도 인식 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패션전문분야의 교과과정의 분석에 관한 연구로

Rha, Kwon, & Lee(2008)는 전공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 패션관련 학과는 21세기 초반

10년 동안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환경변화의 속도만큼 빠

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u, Kim, Park, Park, & Choo(1999)는 국내대학

의 교과과정을 4개국과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의 교과과정 연구와 다르게 교과목을 패션산업

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치중, 취약한

교과목 분야를 분석하였다.

분야별 교과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로 Do, Choi,

Lee, & Cho(1994)는 의상디자인과 의복구성분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의 방향

을 모색하였다.

Kim(2011)은 니트 디자인분야의 선진국과 비교해

사업규모면에서 나란히 하지만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기본적인 니트 디자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Lee, & Lee(2007)는 복식학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논문 중 패션마케팅 분야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복식’에서 상승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고찰하

였다. Choi(2013)는 한국과 미국의 패션디자인 전공

대학원 교과과정의 개설현황을 비교, 분석을 통해 글

로벌 패션산업 속에서 패션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패션전문분야의 교육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연구에는 Kan(1997)이 패션산업에서 유통의 필요

성과 유통산업에서의 패션상품의 중요성, 이를 위한

의상디자인학과의 교육방향에 관해서, S. B. Kim(2000)

이 현행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 학생들의 미

래개설과목에 중요도 조사를 통해 미래의 교육과정

의 내용 선정을 위한 패션디자인 교육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Jang(2015)은 지속가능한 패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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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기 위해 미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에 있

어서의 지원도 필요성과 캡스톤 디자인을 통한 패션디

자인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Park & Moon

(2010)은 급속히 변화하는 패션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적이고 세분화된 재교육 과정의 설계를 목적으로 디자

이너의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에 관련된 연구로 Kim(2000)

이 패션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한국 패션산업

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의상

․의류학과 개설과목 중요도 분석을 하였고, Kim,

Seo, & Choi(2002)는 의복구성분야 교과과정에 대하

여 인식도를 대학과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Kim(2000)

은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패션산업변화의 고찰과 변

화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고 패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위해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중

요도, 선호분야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Kim(1999)은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도와 교수방법 개선방안에 관해 분석하였

고, Hwang & Hyun(2014)은 국내의 패션스타일리

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지, 심층면접을 통하여 패션스

타일리스트에 대한 인식 및 활동영역과 역할, 전문적

인 교육 여부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여 패션스타일리

스트의 교과과정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패션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

화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의류학

전반과 전문분야별로 교과과정 분석과 교육방향에 대

한 제언, 교과과정에 대한 중요도 분석 등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패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패션

디자인분야에 대한 교과과정 분석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분야의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패션디자인분야 교육과

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방향의 모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패션디자인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분석 방향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6개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 총 23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3, 4학년 학생으로 선

정한 이유는 3, 4학년 학생들이 패션관련학과의 교육

과정의 대부분을 이수하였고, 졸업 후 진로 준비를

위해 1, 2학년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하

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은 패션

디자인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

해 20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졸업 후

희망 진로분야, 의류학 전공분야에 대한 중요도, 패

션디자인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활용도, 심화교육 희

망 교과목, 교과목 운영의 방향과 개선사항 등의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희망 진로분야, 전공분야, 교과목 등은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와 선행연구, 학생 및 패션업계

실무자 등을 통한 사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희망 진로분야, 의

류학 전반 및 패션디자인분야에 대한 인식도, 교과과

정 운영 방향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받은 4년제 대학의 주요 패션디자

인분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2. 희망 진로분야

졸업 후 진출하기를 원하는 진로분야는 <Table 2>

와 같다.

희망진로는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235

학생이 총 332회 선택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한 가

지 이상의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가

지 진로에는 기타 진로항목에 자유롭게 기록한 분야

를 포함하였다.

제시한 20가지 진로 중 가장 선호하는 진로는 42

명이 선택한 여성복 디자이너였으며, 전체 학생 중

17.87%가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선호한 진로는 39

명, 16.17%가 선택한 남성복 디자이너, 31명, 13.19%

가 선택한 패터너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 다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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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창업 22명(9.36%),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21명

(8.94%), 디스플레이어와 대학원 진학이 각각 19명

(8.09%)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 디자이너와 패션머

천다이저는 각각 17명(7.23%)으로 일곱 번째 선호하

는 진로로 나타났으며, 바이어 16명(6.81%), 패션 코

디네이터와 의류무역이 15명(6.38%), 스포츠, 캐주얼

웨어 디자이너와 니트웨어 디자이너가 각각 11명

(4.68%)로 열 번째 선호 진로분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패션 에디터, 인터넷 비즈니스, 아동복 디

자이너, 언더웨어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숍 마스

Preferred career Frequency(%) Preferred career Frequency(%)

Women's wear designer 42(17.87) fashion coordinator 15(6.38)

Menswear designer 38(16.17) Trader 15(6.38)

Patterner 31(13.19) Sports, casual wear designer 11(4.68)

Establisher 22(9.36) Knit wear designer 11(4.68)

Wedding dress designer 21(8.94) Fashion editor 9(3.83)

Displayer 19(8.09) Internet Business 8(3.40)

Graduate school 19(8.09) Children's wear designer 7(2.98)

Accessory designer 17(7.23) Under wear designer 6(2.55)

Merchandiser 17(7.23) Korean costume designer 5(2.13)

Buyer 16(6.81) Shop master 3(1.28)

<Table 2> Preferred career courses after graduation

unit: person(%)

A University B University C University D University E University

Computer Fashion

Design
Weave design Flat pattern design Colors and designs

Fashion Design

Drawing

Knit Design Korean Costume Design 1
Fashion Design and

Experimental
Design ideas

Culture and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Dyeing Design Practice Design sketches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Studio1

Creative Fashion

Design
Korean Costume Design 2 Knit Design Apparel Design

Fashion Design

Merchandising

Fashion Design

Collection

Construction and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Practice
Fashion design basis

Fashion Design

Studio 2

Fashion Design

Workshop

Traditional Culture

Product Design Study

Art and Fashion

Design Process

Flat pattern design

I
Technical design

Design and culture

Marketing

Korean Costume Design

Research
Accessory design

Flat pattern design

2

Capstone Design

studio

Ready-to-wear design Fashion Design Studio Stage costume Fashion and Media

Menswear Design

portfolio
Fashion Design CAD Fashion aesthetics

Textile Design

<Table 1> Comparison of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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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등의 분야는 10명 이하로 나타나 학생들의 희망

진로분야에 대한 선택이 저조하였다.

진로분야를 패션디자인분야와 패션마케팅분야, 기

타분야로 분류할 때 디자인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

는 학생이 마케팅분야, 기타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보

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Kim et

al.(2002)의 연구결과에서 4년제와 2년제 모두 여성

복 디자이너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희망 진로는 4년제는 머천다이저, 2년제는 코디

네이터를 희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1순위 희망

진로가 여성복 디자이너, 2순위가 남성복 디자이너,

3순위가 패터너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가장 선호

하는 진로는 일치하였으나, 2순위부터는 시대와 대학

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류학 전공분야별 중요도

의류학 전공분야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류학 전공분야를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패

턴, 드레이핑), 패션마케팅(복식사회심리), 복식사,

한국의복구성, 패션디자인 CAD, 피복과학, 패션소재

기획 등으로 분류하고,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전공분

야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공분야는 서양의

복구성분야(180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패션디자인

분야(159명), 패션소재기획분야(150명), 패션마케팅

분야와 패션디자인 CAD분야(각각 82명) 등으로 이

어졌다.

미래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한 전공분야는 패

션소재기획분야(180명), 패션디자인분야(173명), 서

양의복구성분야(138명), 패션마케팅분야(100명)의 순

이었다.

패션디자인분야는 현재와 미래에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복식사분야, 한국의복구성분야, 피복과

학분야 등의 전공분야는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복과학분야는 현

재, 한국의복구성분야는 미래에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Kim et al.(2002)의 연구결

과의 경우 현재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전공분야가 서

양의복구성분야이며, 미래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

가한 전공분야가 패션소재기획분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혜영 Kim(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서양의복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이 복식디자인이라고 평가하여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미래에 중요 과목으로 패션마케팅,

복식디자인 순서로 평가하였으며, Kim(2000)의 경우

패션소재기획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4. 패션디자인분야 교과목별 중요도, 활용도

패션디자인분야의 교과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Major Time Frequency Major Time Frequency

Clothing construction
present 180

Fashion design CAD
present 82

future 138 future 99

Fashion design
present 159

History of costume
present 76

future 173 future 85

Fashion material

Planning

present 150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present 79

future 180 future 67

Fashion marketing
present 82

Clothing science
present 33

future 100 future 79

<Table 3> Degree of importance for clothing and textiles field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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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4>와 같다.

패션디자인분야의 교과목 중에서 패션디자인을

193명이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액세서리 디자인 140명, 패션일러스트레이

션 126명, 남성복122명, 패션디자인 CAD 121명의 순

이었다.

취업시 활용도가 높은 교과목으로는 120명이 패션

디자인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액

세서리 디자인, 패션디자인 CAD, 텍스타일 디자인이

각각 109명으로 함께 두 번째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108

명, 패션디자인 실습 107명, 창작의상 97명 순이었다.

패션디자인 교과목은 패션디자인분야의 교과목 중

에서 중요도와 취업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교과목으

로 평가하였으며, 액세서리 디자인과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은 중요도와 취업시 활용도가 높은 교과목으로

평가되었다. 니트웨어 디자인, 무대복식, 패션미학 등

의 교과목은 중요도와 취업시 활용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교과목으로 평가되었다.

5. 전공 설강 비중 강화 교과목

패션디자인분야의 교과목 중 현재보다 더 비중을

높여서 설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전공 설강 강화 교

과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ubject Degree of importance Frequency Subject Degree of importance Frequency

Fashion design
important, necessary 193

Creative costume
important, necessary 110

available for job 120 available for job 97

Accessory design
important, necessary 140

Textile design
important, necessary 81

available for job 109 available for job 109

Fashion illustration
important, necessary 126

Fashion coordination
important, necessary 90

available for job 108 available for job 90

Menswear
important, necessary 122

Knit wear design
important, necessary 91

available for job 95 available for job 45

Fashion design CAD
important, necessary 121

Stage costume
important, necessary 81

available for job 109 available for job 45

Fashion design

practice

important, necessary 120
Fashion aesthetics

important, necessary 30

available for job 107 available for job 21

<Table 5> Subjects to be established in more emphasized intensibly

unit: person

Subject Frequency Subject Frequency

Fashion design CAD 105 Fashion design practice 66

Fashion illustration 103 Menswear 44

Textile design 95 Knit wear design 29

Fashion design 70 Stage costume 28

Accessory design 68 Fashion coordination 14

Creative costume 67 Fashion aesthetics 14

<Table 4> Degree of importance and availability for job in fashion design field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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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 강화해야할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세과목까

지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설강 비중을 높여서 강화되기를 바라는 교과목으로

패션디자인 CAD가 105명,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103명

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텍스타일 디자인이 95명,

패션디자인이 70명, 액세서리 디자인이 68명, 창작의상

이 67명, 패션디자인 실습이 66명의 순으로 이어졌다.

남성복, 니트웨어 디자인, 무대복식, 패션 코디네이

션, 패션미학의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개설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은 편이었다. 남성

복의 경우 희망진로에서는 두 번째 순위였으나, 관련

교과목이 더 강화되어 개설되는 것을 원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의복구성이나 디자인관련 교과목이 다양

하게 개설되어 있어서 굳이 남성복이 더 개설될 필

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6. 강의내용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

교과목의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학습하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강의 내용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까지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강의내용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으로 도식화 그리기 109명, 작업지시서 작

성을 106명이 선택하여 가장 많이 포함되기를 희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웨딩드레스 97명, 패션소재개발

이 81명, 언더웨어 디자인이 70명, 아동복 59명, 특수

복 디자인 49명, 패션 코디네이션 28명, 스포츠, 캐주

얼웨어 디자인 27명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많은 학생이 도식화 그리기와 작업지시서 작

성에 대한 내용이 강의내용에 포함되기를 가장 원하

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패션업체의 실무에 직접적

으로 필요한 내용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강의내용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내

용이 웨딩드레스인 것과 <Table 2>의 희망진로에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비교적 높은 순위인 5위를

나타내었던 것은 희망진로와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배우기를 바라는 내용이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강의내용에 포함되기를 바라

는 패션소재개발은 <Table 3>의 중요도에서 패션소

재기획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된 것과

<Table 4>의 취업 시 활용도에서 텍스타일 디자인분

야가 취업시 활용도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평가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희망진로와 관련되거나 취업시 활용도

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강의내용

에 포함되어 배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7. 전공 심화 희망 교과목

심화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교과목에 대한 분

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본인이 더 심화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교과목 중에

서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은 71명이 선택

한 패션디자인 CAD, 70명이 선택한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이었다. 그 다음으로 액세서리 디자인 65명, 패

션디자인과 창작의상이 각각 60명, 텍스타일 디자인

과 남성복이 각각 50명 등이다.

니트웨어 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무대복식 등은

심화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Subject Frequency Subject Frequency

Flat sketch 109 Children's wear 59

Spec sheet 106 Special wear design 49

Wedding dress 97 Fashion coordination 28

Fashion material development 81 Sports, casual wear design 27

Under wear 70 - -

<Table 6> Subjects needed to be included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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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업시의 애로점 및 기타 희망 사항

패션디자인분야 교과목 수업시에 느끼는 애로점에

대한 내용은 <Table 8>과 같다.

수업시에 느끼는 애로점으로 실습실 공간의 부족

(111명), 과다한 수강 인원(105명)을 가장 큰 애로점

으로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과제의 분량 과다(66

명), 과제실 부족(57명), 패션디자인분야 과목수의

부족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 교과내용의 낙후성(각각

55명), 수업시간 이외 실습실 개방(50명), 교육용 교

재 부족(43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희망 의견으로 실습교육방향을 현장실습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희망진로

분야와 취업 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목에 관련성을 두어 미래에 중요한 교과목을 평

가하고, 패션산업의 패션디자인 실무에 필요한 내용

이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학습하기를 원하며 산업현

장과 연계하여 실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Ⅲ. 결론

패션디자인분야는 패션산업의 핵심적인 전문분야

로서 변화하는 패션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패

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

적인 인재 육성이 요구된다.

대학의 패션디자인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 분

석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적인 교

육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4년제 6개 대학교 재학생 중 3, 4학

년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패션디자인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후에 가장 선호하는 진로분야는 디자이너

로 주로 여성복과 남성복 디자이너를 선호하였

다. 그 다음으로 패터너를 선호하였다.

2. 의류학 전공분야의 중요도는 현재는 서양의복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나, 미래에는

Subject Frequency Subject Frequency

Fashion design CAD 71 Textile design 50

Fashion illustration 70 Menswear 50

Accessory design 65 Knit wear design 28

Fashion design 60 Fashion coordination 27

Creative design 60 Stage costume 25

<Table 7> Subjects to be deepened

unit: person

Difficulties Frequency Difficulties Frequency

Small Practice room 111 Lack of student's interest 55

Excessive students 105 Outdated contents for curriculum 55

Excessive homework 66 Open for work room after class 50

Shortage of work room 57 Lack of ours for practice lesson hours 44

Lack of subject numbers 55 Lack of textbook 43

<Table 8> Difficulties in class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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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소재기획, 패션디자인 등이 중요할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3. 패션디자인분야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패션디자

인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액세

서리 디자인과 패션디자인 CAD,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은 중요한 과목으로 취업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 설강비중을 높여야할 과목은 패션디자인 CAD,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타일 디자인 등으로 파악

되었으며, 도식화 그리기, 작업지시서 작성 등이

강의내용에 포함되기를 원하였다. 더 심화하여 학

습하고 싶은 교과목은 패션디자인 CAD과목이었다.

5. 수업 시 불편사항으로 실습실 공간 부족, 수강

인원 과다 등이었다. 실습교육 방향으로 현장실

습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패션디자인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시 강화해야

할 교과목으로 패션디자인 CAD,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 등과 함께 취업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

는 액세서리 디자인,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션소재기획 등의 교과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교과내용에 도식화, 작업지시서 작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4년제 대학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추

후 4년제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인식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패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

기 위하여 패션산업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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