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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fashion design education suitable for Korea by comparing the fashion               

design educational systems and the curricula of the main fashion institutions in Europe and those of some               

universities in Korea. For this, 6 fashion schools in UK, France and Italy and 12 four-year-course universities               

in Korea were sellected. At first, the educational systems of the nations above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institution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Then, case studies were performed about the             

curricula and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fashion design courses by each website or leaflet as well               

as additional interviews with their course directors or gradu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Korean fashion design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specialized and subdivided with a curriculum centered on               

fashion design. Second, a foundation course needs to be developed to raise a broad and creative approach for               

design as well as to discover each student's aptitude. Third, the curricula about design process and research               

methodology need to raise a problem-solving individual of ability. Fourth, a project-based fashion design             

education is required by a specialized education as well as multi-disciplinary programs. Fifth, an industry-              

related and market-based fashion design education is asked through internships, professional teaching staff,            

industry-sponsored projects, seminars and professional design critics. Sixth, English and technology needs to            

be added to the curricula to develop global professionals. Finally, a cultural fashion design education based               

on Korean identity is required to develop the Korean fashion industry into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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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는 소위 ‘제3의 물결시대’가 빠른 속     

도로 심화되고 있다. 시장 개방과 다국적 기업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성장, 산업 간 학제 간 융합 등     

바야흐로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사적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며, 교     

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커다란 관건이 된다.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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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미충원 문제와 학생정원의 감축을 야기하였고,     

한미 FTA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화는 국내외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을 가져와 그 동안 양적 팽창에 주력        

해온 대학들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      

로 등장했다. 더우기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1980년대 중      

반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유통시장의 개방과 섬유교      

역자유화를 거쳐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      

러한 상황에 대한 혁신 대응전략으로 고부가가치 디자      

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21세기 새로운 시대환경에 발맞      

춰 현장 적응력이 있으면서도 세계 시장에 대응할 만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은 전문인력양성과 수급     

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 즉, 학계에서 배출되는 과잉인       

력은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해 취업률 저조와 높은 이직률 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패션시장에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각축전이 고조      

되면서 글로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해외로의      

패션인력의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고부가가치와 패션산업의 고도화를 위     

해 글로벌화 된 패션디자인 교육의 개편은 조속히 해       

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해외 패션전문       

교육기관이 국내보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경쟁우     

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해외 패션선진국에       

위치한 주요 패션교육기관들의 교육사례에 대한 고찰     

과 이들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사례의 비교는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외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디자인 부문을 따로 다루기보다는 주로     

패션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다수로, 그 중에서       

국내 의류/패션 관련 학과/전공의 유형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Lee et al.(1993), Do et al.(1994), Park        

(2001), Rha et al.(2008)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국외        

패션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영국의 패션 및 직물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Choo, 1997)와 이태리 패션교육에     

관한 연구(Kim, 1996) 등이 있으며, 국내외 패션교육의      

비교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의 4개       

패션 선진국의 교과과정 비교연구(Ku et al., 1999)가      

있다. 따라서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는 Kim       

(2000)의 패션디자인 실기교육방법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패션디자인 부문에서     

의 국내외 주요 패션교육기관들의 교과과정 및 교육체      

계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의 효율적 운용과 학제     

적 연구 및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성     

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주요 패션교육기관과 한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디자     

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를 비교·고찰하고, 앞으로의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향방을 제안해 보았다. 여기     

에서 미국지역은 주로 마켓지향의 창의성 개발을, 그     

리고 유럽지역은 마켓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향     

창의성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짐(“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2003)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 패션교육기관을 유럽과 미국의 사례로 분리하였     

으며, 지면의 한계상 미국의 사례는 패션디자인 교육모     

델 제안과 함께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     

한, 유럽국가들 중,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선정은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이 열리는 국가들 중, 유럽권 3개국으     

로 정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     

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선행연구, 각종 매체, 패     

션정보업체의 보고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패션교     

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 및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에     

관한 사례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패션교육기관의 홈페    

이지 및 브로셔, 선행연구와 저서 등을 통해 선정국가     

의 교육제도 및 패션교육기관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     

집하였으며, 2009년 12월 15일~2010년 1월 8일에 걸쳐     

선정된 유럽의 패션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코스 담당     

자와의 1차 인터뷰를 시도하여 3건의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6월 7일~7월 8일에 국내 몇몇     

유학원들을 경유해 2차 인터뷰를 재시도하여 2건의 면     

대면 인터뷰와 더불어 e-mail을 통한 서면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인터뷰 거부나 교과과     

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 기피 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주     

로 선정교육기관의 홈페이지와 브로셔 분석을 중심으     

로 하여,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유럽의 패션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인 온라인 패션정보사이트인 Fashionista    

(N.Y.)에서 조사한『The Top 50 Fashion Schools in the     

World 』(Wischhover, 2010) 중, 상위 그룹에 속하며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해외 유학 빈도수가 높은 영국, 프랑     

스, 이태리의 명성 있는 6개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을 대     

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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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패션디자인 전공전일제 학부과정만을 그 대상     

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몇몇 대학원 중심의 우수한 예      

술대학은 제외시켰다. 또한, 해외의 경우 미술/디자인     

분야의 교육기관이 반드시 대학에 속해 있지 않는 경       

우가 다수 있으므로 한국의 학부졸업과 상응하는 학위      

나 증서(BA 혹은 BSc와 이에 준하는 학위 및 증서)를        

수여하는 기관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패      

션디자인 부문별 특성화 대학이나 이에 대한 평가자료가      

미비하므로,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2010 Joong-    

Ang Ilbo”, 2010) 30위권 이내의 대학들 중, 패션관련       

학과/전공이 있는 12개의 4년제 대학, 14개 학과/전공      

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국내외 패션교육     

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분야를 패션디자인 분      

야로 한정하되 국가별, 패션교육기관별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전반이라      

기 보다는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로,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대상들이 각 국가의 패션디자인 교육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몇몇 우수 교육사례 분      

석을 통해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방향에 대한 일부      

준거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주로 교과과     

정의 내용 및 특징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해당 코스       

의 전반적 특성, 그리고 기타 산학연 방식 등을 다루었        

다. 특히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의 경       

우,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는 대체로 패션디자인 부문     

만을 따로 교육하기보다는 패션 전반을 다루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선정대학의 의류/패션 관련 학과     

/전공의 전반적인 교과과정 구성을 살펴본 후, 이들 중       

패션디자인 영역의 비율과 교과목의 구성 그리고 기타      

위의 조사항목들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연구대상 설정 및 방법은 3장의 사례연구에서 다       

루었다.

II. 국내외 패션교육의 현황

국내 의류/패션교육은 대학에서 1920~50년대까지 가    

정과학의 일부로 가르쳐지다가 1960~80년대에 독립적    

인 학문분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지식정보가 사회의     

주 자원이 되는 현 시대에 패션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학문개발과 리더쉽을 지닌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어, 학령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과잉현상을 빚     

고 있으며 산업체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의 미비로 국     

가적 차원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KIDP(2007)의 ‘디자인 관련 고등교육기관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2007년 4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에 따르     

면, 대학원을 제외한 국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경     

우 패션디자인 분야 174개의 학과/전공에서 재학생이     

약 12,309명, 졸업생이 4,449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더욱이 이 통계는 주로 예술/디자인 계열에 속     

한 패션디자인 학과/전공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패션     

전문학원 등 비정규학교까지 포함하면 매년 의류/패션     

분야의 인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국내 대학 디자인 분야별 교수 및 전공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수(N=205)와 학생(N=202)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현행 디자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교수는 학교의 특화된 정책부재(32.7%)를, 학생은     

교육커리큘럼의 부족(25.4%)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   

며, 특히 패션디자인 전공자들(N=40)의 경우 40% 이상     

이 전공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     

러한 통계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 패션디     

자인 교육에서 특성화 교육과 교과과정의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패션교육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는 의류학과, 의류직물     

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기타 섬유 관련     

등 다양한 명칭의 학과 혹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과내용은     

대체로 매우 유사해, 보다 특화된 교육목표와 교과과정     

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며(Kim,     

2000), 이러한 사실은 Do et al.(1994), Ku et al.(1999),     

Kim(1998, 2000) 등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과거 산업사회의 교육체계에서 지식정보사회    

로의 전환과 함께 교과내용뿐 아니라, 교육목표, 교육     

환경, 교육방법 등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의류/패션과 같은 실무영역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산업     

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방면의 산학협     

동체제를 요구하며, 기능적 영역과 조형적 영역의 결     

합 혹은 마케팅 경영능력과 창조적 디자인 영역의 결     

합 등 학제적 교육방식을 통해 패션디자인에 대한 총     

체적 접근과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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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패션교육기관은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높은 인적자      

원을 배출해 국가 패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역량      

이 되어왔다(“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2003).     

이들은 대부분 디자인 특성화 대학이나 패션전문학원     

으로, 다양한 전공의 선택범위 내에 전공별로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패션교육을 지향하며, 창     

의적인 교육과 현장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원활한 산학     

연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       

다(Kim, 2000). 따라서, 국내 패션교육은 선진화된 해      

외패션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고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기본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       

과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III. 유럽의 주요 패션국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및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주요 패션교육기관의     

패션디자인 교육체계 및 교과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유럽의 경우, 패션      

정보사이트, Fashionista(N.Y.)의『The Top 50 Fashion    

Schools in the World』(Wischhover, 2010) 리스트 중, 상       

위 그룹에 속한 학부 중심의 패션교육기관으로 선정      

하였다. 여기에서 Fashionista 15위권까지의 순위는 1.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영)-2.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3.Bunka Fashion      

College-4.Royal Academy of Fine Arts(Antwerp)-5.Fa-    

shion Institute of Technology(FIT)-6.E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프)-7.Istituto Maran-     

goni(이)-8.ESMOD(프)-9.University of Westminster(영)-  

10.Royal college of Art(영)-11.London College of Fashion      

(영)-12.Studio Bercot-13.Kent State University-14.Academy   

of Art University-15.Shenkar College of Engineering and      

Design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속       

하는 교육기관으로 영국은 센트럴세인마틴과 런던칼    

리지오브패션, 프랑스는 파리의상조합과 에스모드, 이    

태리는 마랑고니를 선정하였으며, 15위권 이하의 최상     

위 순위로 26위인 폴리모다를 추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2010 Joong-     

Ang Ilbo”, 2010) 30위권 이내의 대학 중, 의류/패션 분     

야의 학과/전공이 있는 수도권 12개 4년제 대학 14개     

학과/전공을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     

대(2개 학과/전공), 한양대, 이화여대(2개 학과/전공), 인     

하대, 중앙대, 건국대, 숙명여대, 가톨릭대, 홍익대로     

선정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우선적으로    

각 교육기관별 패션디자인 학과/전공의 학부교과과정    

구성을 조사한 후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기관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의 특징(유형, 중점 교     

육영역 및 방식, 교과목 연계, 평가방식, 학제적 교육     

등), 해당 코스의 전반적 특성(학과/전공명, 기간 및 구     

조, 졸업기준 및 수여학위, 교수진의 구성), 기타 산학     

연 방식(인턴쉽, 현장실습, 업체 후원 프로젝트 등)과     

취업영역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의류/     

패션 학과/전공의 구성은 해외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     

므로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국내 대학의 의     

류/패션교육은 그 소속이 매우 다양하므로, 위 14개 전     

공을 생활과학대학 소속과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육은 주     

로 패션 전반을 다루며, 패션디자인은 학과/전공 내 여     

러 영역 중의 하나이므로, 우선 교과과정을 영역별로     

구분해 과목수와 구성비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패션     

디자인 영역을 크게 몇가지 교과목 단위로 분류하여     

각 단위별 구성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패션디자인 영역     

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1.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패션디자인 교육체계와     

교과과정

1) 영국

영국의 교육체계는 초등교육을 거쳐 중등교육 후에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치른 후, 대학과정으로 이뤄진다. 중등교육에서 특화     

된 교육을 실시해 이후 GCSE에서 희망진로에 맞는 과     

목을 선택적으로 치를 수 있으며, 이 시험의 통과는 통     

상적인 고등학교 학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문     

기술학교 과정인 FE(Further Education)와 대학진학을    

위한 HE(Higher Education)과정 중에서 선택하게 되며,     

대학입학을 위해 GCE A-Level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교육체계는 그 경로가 단선적이지 않아     

FE과정이나 디플로마 코스를 통해서도 이후 HE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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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가능하며, 학위과정은 대부분 1년 3학기로 구      

성된 3년 과정으로 학과에 따라 1년 동안의 인턴쉽을       

포함해 4년 동안 진행하기도 한다(Choo, 1997). 

영국의 미술/디자인 전공은 입시미술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입학 전 1년 동안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 이         

후 UCAS(University Central Admission Service)를 통해     

학부과정을 공부하게 된다(Moon, 2006). 파운데이션 코     

스는 현대적 이슈와 관련된 문화적 현상과 디자인을 연       

계하고 이를 실기와 병행해 창의적으로 작품을 발전시      

키는 방법을 교육하며, 학위나 기타 상위 코스의 전공       

영역에 대한 결정을 돕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아이디       

어, 태도, 테크닉, 매체를 도입한다. 또한 영국의 미술/디       

자인 교육은 실습과 이론으로 이루어진 전공과목이 하      

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구성되어 원하는 세부전공을 각      

자 찾아서 학습하는 ‘프로젝트형 수업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 프로젝트 내의 전문기술자(tec-hnician)들로    

부터 교육받고 그 피드백은 프로젝트를 담당한 모든 교       

수들로부터 함께 받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Choo,     

1997). 패션 관련 학과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단기 코스들이 목적에 맞게 마련되어 있으며 복     

종 및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보다 특성화·세분화되     

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Teaching methods”, 2010). 

런던예술대학교(University of the Arts London)는 미     

술, 디자인, 패션, 커뮤니케이션, 공연예술분야의 6개     

대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중 패션분야에 런던칼리     

지오브패션(LCF)과 센트럴세인트마틴스(CSM)가 있  

다. 런던칼리지오브패션은 마켓중심의 실무교육과 더    

불어 창의적인 발전을 기본철학으로 하여, 교수들 대     

부분이 업체 전문가이며, 패션산업과의 연계된 프로그     

램을 강조한다. 런던칼리지오브패션의 Fashion Design    

Technology와 Fashion Design and Development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센트럴세인트마틴스는 혁신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하지만 긴밀하게 연관된 전공     

간 상호연계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강사진과 더불어 역시     

패션산업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성공적인     

졸업생 배출을 통해 탄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유한     

Table 1. The curricula of fashion design-related courses in the London College of Fashion

 Course 

Year

BA (Hons) Fashion, Textiles, Design

Fashion Design Technology Fashion Design and Development

Emphasis Unit Emphasis Unit

1

A structure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creative  

process

1
st    

term) Introduction to study       

in higher education, Resear-   

ch and realization/2
nd

 term)   

Introduction to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Crea-tive  

skills development/3
rd

 term)  

Introduction to industry prac-   

tice

The breath of intellectual,   

practical and transferable  

skills

Introduction to study in hig-    

her education, Product tech-   

nologies/Introduction to cul-  

tural and historical studies,   

Product creativity and com-   

munication/Product design 

and developmnet

2

The reality of fashion bu-    

siness and various aspects:   

sponsored projects and com-   

petitions

Cultural and historical stu-   

dies, Tailoring techniques/  

Research methods, Place-  

ment and professional brief/   

Professional skills develo-  

pment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an industry partner: cur-    

rent industry practices and   

developments

Cultural and historical stu-   

dies, Developing your profe-   

ssional practice/Research me-  

thods for product develop-   

ment, Industry opportunity/  

Industry project

Sand-wich Work experiences
A term working with a cho-     

sen designer or company

Professional placement year  

(optional)

30-week industrial placement,  

requiring a report and Quali-    

fication of the diploma

3

Individual project (a collec-   

tion of garments and a port-     

folio)

Design project report/Final  

major project/Negotiated por-  

tfolio project

Self-directed study and pro-   

ficient employable standard

Concept development/Product 

design and realiz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reflective  

discourse

Main 

characteristics

The fashion design process and the design develo-       

pment skills in a specialist area both technical and bu-         

siness skills 

The requirements of the modern creative diverse work-       

place, reflecting the appropriate business, techno-     

logical, environmental, ethical and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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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센트럴세인트마틴스의 BA(Hons) Fashion는 총 7개     

의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2학년부터 각자 전공을 택하게 된       

다. 이들 중 Fashion Design Menswear/Womenswear(복     

종별)와 Fashion Design with Marketing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따라서 <Table 1> −<Table 2>와 같이 런던칼리지오      

브패션과 센트럴세인트마틴의 홈페이지 및 인터뷰 결     

과를 통해 살펴 본 영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Table 3).

첫째, 각 학교별로 마켓지향적이며 실용적인 매스마     

켓 디자이너 양성과, 혁신성을 지향하는 독자적 개별디      

자이너 양성이라는 특화된 교육방향을 실현한다. 또한     

패션디자인 전공 내에서도 복종별, 영역별로 세분화되     

어 있어 전공심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학부 이전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통해 미술/디      

자인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발견에 도움을 준다. 그리      

고 학부 1학년 때에 전공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수업        

과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학년에서 주로 업체      

와 연결된 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3학년        

에서 졸업작품전을 위한 개별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보인다.

셋째, 교육방식에 있어 개별강의의 비중보다 전문가     

들의 개별지도와 그룹 세미나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젝트 전개방법을 습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교과목 영역의 통섭적 진행을 도와주       

며, 개별디자인 방향으로의 연결을 유도한다.

넷째, 디자인 작업의 결과보다는 전체 디자인 프로세      

스를 중시하는 교육방식을 통해, 리서치와 디자인 발전      

과정(R&D)을 중시한다. 이는 인터뷰 결과뿐 아니라 교     

과과정에서 리서치 방법, 디자인 개발,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에 관한 교과목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차원에서 디     

자인 전 과정에 걸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지향한다.

다섯째, 전공심화교육을 따르면서도 세분화된 전공    

영역들 간의 다학제적 교육을 추구한다. 이는 프로젝     

트를 통한 교과목들 간의 연계 외에도, 문화적 역사적     

연구나 패션 이외의 타 예술분야에 대한 교과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을 단선적이 아닌 다양한 맥     

락적, 다학제적 차원으로 교육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업체 프로젝트, 샌드위치 코스를 통한 인턴     

쉽, 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업체 크리틱, 특강,     

산업시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학연을 유도한다. 1년     

간 현장실습의 경우는 선택영역으로 중간에 샌드위치     

코스를 거치며, 이 외에도 6주간의 현장실습기회가 주     

어져 산학연을 능동적으로 실천한다. 

일곱째,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근본적으로     

바우하우스 이념 하에서 패션디자인을 예술의 한 영역     

으로 두고 있어, 실용적, 상업적 교육보다는 창의적, 개     

념적 교육을 표방한다. 이는 디자인에 대한 접근방식     

이 학문적이며 디자인의 평가방식에 역사성과 수공예     

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교육체계는 유아학교 3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쳐 대학교에 입학     

하게 되고, 6세에서 16세까지는 의무·무상교육을 실     

시한다. 프랑스의 대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자격인 바     

칼로레아(baccalauréat)를 취득한 학생 및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 전     

Table 2. The curricula of fashion design-related courses in Central Saint Martins 

 Course 

Year

BA (Hons) Fashion

Emphasis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with Marketing

1 Exploration and breath - The professionalism, innovation and    

creativity to develop and realize the     

design ideas for the careers as     

innovative designers

- Essential skills: Research methods, Flat     

pattern cutting, Modelling on the stand,     

Garment construction, Tailoring pro-   

cesses and finishing, Technical dra-    

wing, Illustration and Presentation

- Targeted projects, The specialist lec-     

turers 

- Designs to contribute innovative ideas     

to marketing activities alongside the    

international design industry

- Collaboration with sponsors and tea-     

ching by practitioners in design and     

marketing

- Processes for communicating design    

information to international manufac-   

turers and consumers within specific    

markets

2 Development of pathway espertise

Sandwich Work placement for the diploma

3
Personal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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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 그리고 직업적응훈련을 제공하며 국가학위 및     

특수학위를 제공한다. 특수대학교는 소규모의 기관들    

로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공학, 경영, 예술, 건축,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다      

(“French higher educational”, 2008). 특히, 예술/문화교     

육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국가가 직접 관여      

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예술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체제를 통해     

문화단체나 예술가가 직접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예술문화교       

육을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예술문화분야를 교육시     

킴으로써 다른 교육영역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예술문     

화의 다양화를 추구한다(Won et al., 2008). 

패션디자인의 경우는 실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되기보다는 국가학위가 주어지는 국립    

예술학교나 사립예술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    

론 및 실기교육과 더불어 업체 실습도 병행하여 진행     

된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프랑스의 패션디자인     

사립예술학교 중의 하나인 파리의상조합학교는 파리의    

정통 오뜨꾸띄르 의복제작기술을 교육하는 의상전문학    

Table 3. Fashion design education in UK

Section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a

Institution London College of Fashion (1915-)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1854-)

Category
Courses subdivided by subject: 10 specific areas in       
BA (Hons) Fashion, Textiles, Design 

Courses subdivided by subject: 7 specific areas in      
BA Fashion of BA (Hons) Fashion & Textiles 

Emphasis Innovation and market-oriented practical skills
Creative innovation, originality and artistic & con-      
ceptual ideas

Structure

Year 1: research methods, a variety of basic know-        
ledge and skills
Year 2: industry sponsored projects and competitions
Sandwich: internships, work experiences
Year 3: final project and graduation show

Stage 1: exploration and breadth 
Stage 2: development and pathway expertise 
Year 3: work placement for the Diploma in Profe-      
ssional studies (4 year mode only)
Stage 3: personal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 inde-      
pendence 

Multi-disciplinary
education

Collaborative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among    
different majors or subjects

- Group projects or interdisciplinary projects among      
7 majors 

- Cooperation among stages by making students at      
stage 2 help the graduation projects at stage 3

Main characteristics

- Focus on more individual tutorials or group seminars than lectures
- Emphasis on the process than the outcome of a work (focusing on research and design developments)
- Project-oriented courses
- Courses subdivided by specific areas

Section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courses

Major
- Fashion Design Technology 
- Fashion Design and Development

- Fashion Design Menswear and Womenswear
- Fashion Design with Marketing

Period 3-year or 4-year program (including the sandwich course) – 3 terms per 1 year

Graduation criteria
- 360 credits (120 credits per year)
- Graduation shows and exhibitions, final port-folios
- Reports after finishing sandwich courses

Degree
- BA (Hons)
- Diploma after the sandwich course

- Certificate after stage 1
- Diploma after stage 2
- BA (Hons) after stage 3 and the final project

Faculty Many part-time expert practitioners and technicians + a few full-time lecturers and professors 

Section 3 Others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 3 kinds of industry-sponsored project
- 1 year or 3 months internship
- Talk of Industry professionals, seminar and design       

critics

- Industry or institution-sponsored project
- Collaboration with lots of industries
- Internship
- Talk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seminar and design      

critics

Career Prospects
Fashion and textile designer, buyer, consultant and      
editior

Designer, consultant, stylist, illustrators, retailer and     
journalists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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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3년간의 다학제적 수업 후 4학년때 개별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전 꾸뛰리에 메종에서의 인턴쉽이 의무      

화되어 있다(Kim, 1998). 파리의상조합의 Fashion Design     

and Technique 코스는 의복의 질과 맞음새에 대한 지식,       

창조적 발전, 업체 환경에 대한 지식을 목표로, 주요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Table 4).

에스모드는 실용적인 프레타 포르테를 지향하고 있     

으며 프랑스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분교       

를 둔 세계적인 패션교육기관으로, 마켓지향적 전문분     

야 및 개성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틸리즘(Fashion     

Design)과 모델리즘(Pattern Making)을 병행한 3년 과     

정으로, 마찬가지로 1~2학년 때에는 의류분야 전반에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3학년 때에 전공분야를 선     

택한다(Kim, 1998). 에스모드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Table 5).

따라서 파리의상조합과 에스모드를 통해 살펴본 프     

랑스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6).

Table 4.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course in E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

Course

Year

Fashion Design and Technique

Emphasis Content

1
All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rtist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fields

- Fashion design: Graphic knowledge, Sketches on live model, Color initiation,      

Figurine fashion, Clothes and accessories creation, Fabric printing, Creativity,      

Artistic culture, Esthetic sensibility, Visual communication, Stylism, Study      

project, Collection process, Collection file (from design to prototype: Haute      

couture, Ready to wear, Knitwear, Accessories)

- Modelism: Study of human morphology, Draping, Muslin on mannequin,      

and Pattern making

- Material and tool technology, Sewing technics: Specific study of fabrics,      

Fabric vocabulary, Technical and industrial sewing technics, Technical forms,      

Garment production technics, Calculating cost price, Technical and fabric      

files in relation to collection

- History of costumes /of fashion

- Knowledge of the sector and its professions

- New technology: Photoshop and CAD (lectra)

- Fashion English

- Introduction to marketing and management: General and artistic knowledge,      

Knowledge of the economic and industrial environment, Marketing and      

communication

2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nd CAD techniques 

3
A synthesis of all knowledgein the     

framework of professional projects

4 Specialization between two options A design/image option versus product development/studies office options

Table 5.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course in ESMOD

 Course 

Year

Fashion Design and Creation

Emphasis
Subject

Fashion Design Pattern Drafting

1
Discovery of the basic techniques,    
Colour courses, Skirt/shirt/dress projects

Discovery of flat pattern drafting and     
draping techniques, Application of   
these techniques to skirts, shirts and     
dresses, Making sample garments in    
muslin and in fabric, Learning pattern     
grading

Textile identification, Live drawing,   
Fashion culture, Computer fashion illu-    
stration and Pattern drafting, Fashion    
English

2

Discovery of the different sectors in     
the profession, Collection plan develo-    
pment, Methods for variations, Ap-    
proach and analysis of current events,     
trends, themes and collection con-    
cepts

Application of acquired techniques   
to jacket, tailored suits, coats, Creating     
and making personal garments in a     
fabric, Computer pattern drafting course

3
A large choice of specializations
(Women's wear, New couture women's wear, Lingerie and beachwear, Men's wear, Children's wear, Costume      
creation, Accessories)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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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랑스는 파리의상조합의 경우처럼 오뜨꾸뛰    

르 중심의 입체재단과 에스모드의 경우처럼 프레타포     

르테 중심의 실용적 교육으로 학교별 교육내용의 차별      

화를 실현하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두 학교 모두       

의복제작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파리의상조    

합의 경우, 특히 의복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       

어, 의복 그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둘째, 교과과정 전체가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에 중     

점을 둔 다방면의 수업을 진행한 후 최종 학년에서 전공        

세분화를 통해 개별전공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다     

학제적 수업과 전공심화교육에 균형감을 이루고 있다.

셋째, 의무적인 인턴쉽 및 업체 전문가 특강과 크리     

틱 등을 통해 산학협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3) 이태리

이태리는 세계적으로 섬유패션산업에 있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이태리 패션     

의 성공요인은 오랜 세월동안 체계화된 가족경영에 기     

반을 둔 중소기업의 지역별 집적화와 패션전문교육기     

Table 6. Fashion design education in France

Section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a

Institution
E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        

(1927-)
ESMOD (1841-)

Category

The specialization option (Design/image versus Product     

development/studies office) after 3 year multi-disci-     

plinary courses

Specialized in fashion design and pattern drafting,      

the choice of specializations in the 3
rd

 year

Emphasis

Haute-couture oriented traditional savoir-faire (es-    

pecially, draping) + the exploration of the mass-market       

aspect

Practical prêt-a-porte, acquiring specific techniques    

linked to that market

Structure

1
st
-2

nd
 year: all the basic principles of artistic and        

technical fields

3
rd

 year: a synthesis of all knowledge acquired with        

professional projects

4
th
 year: a year of specialization

1
st
-2

nd 
year: the different sectors from the basic tech-      

niques, including collection projects

3
rd

 year: a large choice of specializations and a final      

project

Multi-disciplinary 

education

- Multi-disciplinary classes during the first 3 years

- A partnership with ENSAD from Cercle Saint Roch  

 (2004)

- Multi-disciplinary classes during the first 2 years

- A partnership with Renne University and Lumiere      

University

Main characteristics

- The discrimination of curricula, such as haute-couture and prêt-a-porte by each institution

- A final choice of specialization after multi-disciplinary course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nd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Section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courses

Major Fashion Design and Technique Fashion Design and Creation

Period/Structure 4-year program 3-year progeam

Graduation criteria

- Must pass the end-of-year final exam each school        

year (by a jury of fashion professionals)

- Compulory Internship during 3
rd

 year

- 3 outfits of final garments

- Presentation of the collection project 50% (by a      

jury of professionals)

- The student's grades throughout the year 50%

Degree - Diploma level II (equivalent to BA degree) - Diploma (equivalent to BA degree)

Faculty Many part-time expert practitioners + a few full-time lecturers and professors

Section 3 Others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 Internship (5 months between the 2
nd

-3
rd 

year and        

3
rd

-4
th
 year)

- Talk by professionals, professional project in liaison       

with companies

- The link by the Cercle Saint Roch with the various          

companies

- Internship

- Talk, seminar and critic by professionals

Career prospects Fashion designer, patterner, MD and consultant
Fashion designer, trend designer, textile designer, strategic      

planner and pattern drafter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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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육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Kim, 2007). 이태리의 교육체계는 유치원 이후 대부분      

공립으로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실      

시하며, 고등학교는 종류에 따라 3~5년제인데, 이미 이      

때 전공계열이 예술, 문과, 사회과학, 이과의 4가지로      

분리된다. 대학은 대부분 4년제이나 전공에 따라 차이      

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면 라우레아 디 도또레(Laurea      

di dottore)를 수여한다. 패션과 같은 실용학문을 위해      

서는 대학 내에 3년제의 학교를 설치하고 있으며 졸업       

후 디플로마(Diploma)를 수여한다(Kim, 1996).

19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태리 패션전문교육    

기관들은 실무 위주의 교육과 더불어 세분화된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인재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장학습과 창의력 위주의 수업, 기      

업들의 교육사업 지원 등 철저한 산학협동 교육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지원 하에 산-관-학      

협력체제의 구축은 매우 효과적이며, 정규교육체제    

이외에 생산자 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각종 훈련센터들이 있고 대학의 위탁교육제도 또한 매     

우 발달되어 있다(Kim, 2007). 따라서 이태리 패션교     

육은 학교별 중점 교육영역과 지역 환경에 따라서 상     

이한 교육방식을 보인다. 

마랑고니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패션전문학교 중의    

하나로, 밀라노 외에 파리, 런던 등의 패션수도에 캠퍼     

스를 두고 있으며 한국 유학생의 비중이 높다. 패션디     

자인 전공은 3년 과정으로 기성복 디자이너로서 갖추     

어야 할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어(Kim,     

1998), 실용적인 마켓지향적 디자인과 다학제적 교과과     

정을 지향한다. 특히, 마랑고니의 전 교수진이 현직 디     

자이너들로 비즈니스 현장의 흐름과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인턴쉽과 업체 세미나 등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있다(Table 7). 

폴리모다는 미국식 교육제도와 이태리 패션산업이    

접목된 독특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피렌체 국립대학     

Table 7.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course in Istituto Marangoni

 Course 

Year

Fashion Design

Emphasis Subject

1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fashion design

- Fashion design: Fashion Drawing Fundamentals, Digital Design Fundamentals 1,2, Intro      

to the Fashion System, Introduction to Collection Design

- Modelism: Pattern Making Fundamentals 1,2 

- History of Art 1, History of Costume 1

- Fabrics and Materials

2

- Fashion design: Collection Design 1,2, Graphic Design 1,2 

- History of Art 2, History of Costume 2 

- Fashion English: Lab 1,2

3 Final project and internship

- Fashion design: Creative Project, Final Project 

- History of Art 3, History of Costume 3, Contemporary Cultural Movements, Analysis      

of Contemporary Fashion 

- Fashion English: Lab 3, 4 

Table 8.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course in Polimoda

Course

Year

Fashion Design

Emphasis Content

1 Diverse basic skills

- Fashion design: Creative design, Graphics (academic drawing, fashion illu-      

stration and computer graphics)

- Modelism: Pattern design and sewing 

- History of costume

- Textile science and knitwear

2 Conceptualization, research and skills

- A first model through analyzing, synthesizing and interpreting different      

sources

- A collection of 5 models with draping and the other skills

3

The design, management, and communi-    

cation of an innovative vision and the      

realization of a fashion collection

- Fashion design: A fashion collection of 8 models, Textile printing,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a fashion collection, The presentation      

of a portfolio

- The principles of management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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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뉴욕 FIT와의 연결교육으로 이태리와 미국의 패션      

및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폴리모다 역시 담당        

교수들이 모두 현장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나 마케팅      

디렉터이며, 국립대학과 연계되어 있어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과과정 중 디자인뿐 아니라, 의       

복구성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디자인-패턴-     

복식문화 등의 연계교육을 강조한다(Kim, 1996). 학부     

3년 과정 후 선택적 석사 코스 1년과 필수 코스로 3개         

월 인턴쉽 과정이 있으며, 학부과정 전 15주간의 파운       

데이션 코스도 개설되어 있다. 폴리모다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8).

따라서, 마랑고니와 폴리모다를 통해 살펴본 이태리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9).

첫째, 이태리의 패션디자인 교육에는 디자인과 함께     

의복구성 및 기술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둘째, 교육방향에 있어 마켓에 대한 이해와 기성복     

중심의 상업적 디자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전공심화교육을 채택하되, 저학년의 기초교육    

을 기반으로 단계별 다학제적 수업 후, 최종 프로젝트     

에서 보다 세분화된 적성을 추구한다.

Table 9. Fashion design education in Italy

Section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a

Institution Istituto Marangoni (1935-) Polimoda (1986-)

Category 5 courses subdivided by specific area in BA (Hon) courses
3 courses subdivided by specific area in BA (Hon) design      

course

Emphasis Fashion design for the commercial mass market Research, experiment, craft, create

Structure

Year 1-2: step-by-step education of fashion design and       

pattern making

Year 3: creative project, final project (during 6 months)

Year 1: the basic skills and theories

Year 2: conceptualization, research and skills

Year 3: the desig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of      

an innovative vision and the realization of a fashion      

collection of 8 models+fashion event and port-folio      

1year masterclass: individual or team projects at a pro-      

fessional level

Multi-disciplinary 

education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mong subjects

- Available to take a basic programme in Milan, Paris         

and London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in harmony with prac-      

tices and theories

- A partnership with university of Firenze and FIT

- A jury of projects from professionals in the other ma-      

jors

Main 

characteristics

- More focus on pattern making in line with fashion design

- Commercial design for mass market

- Courses subdivided by each specific area, but a major choice after multi-disciplinary classes

- Project-oriented classes

- Emphasis on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Section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courses

Major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Period/

Structure
3 year programme

3 year programme + 1masterclass (optional) + 3months      

of internship (mandatory)

Graduation 

criteria

- Course attendance and exams

- 3 outfits of graduation exhibition

- 8 outfits of graduation show and dissertaion

- 3 months of internship

Degree - Diploma (equivalent to BA degree) - Diploma (equivalent to BA degree)

Faculty Every faculty constituted by expert practitioner
Professors in university of Firenze for theoretical know-      

ledge + expert practitioners for practical skills

Section 3 Others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 Internship during the 3
rd

 year or master course

- Talk by professionals, workshop and convention

- Internship for 3 months

- Talk by professionals, workshop and professional critics

Career Prospects
Independent or company fashion designer, creative director, fashion stylist, trend researcher, fashion consultant      

and fashion illustrator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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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문가 특강, 세미나, 크리틱 외에도 인턴쉽을      

졸업의 필수 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실무교수진 구성으      

로 폭넓은 산학연을 유도한다.

2.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체계와 교과과정

한국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     

직선상의 교육시스템으로, 비록 몇몇 특수고등학교가    

있으나,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의류/패       

션 관련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패션전문학원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4년제 대학교의 패션디자인 교육은 생      

활과학대학, 예술대학, 기타 이공대 등 다양한 소속의      

학과로 분리되어있으며, 학부 전 파운데이션 과정은 없      

고 미술실기를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어져 있       

다. 그리고 수업방식은 한 학기 내에 다양한 과목이 독        

립적으로 세분화되어 각 과목들을 필수 혹은 선택과목      

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15~16주 동안 각기 다른 과제       

들을 준비하고 그 과목의 담당교수로부터 평가를 받는      

다. 또한 졸업이수학점인 약 140여 학점에는 전공과 교       

양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대체로 파운데이션 코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      

부전공분야를 나누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어 리서치와 사고력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하는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Choo, 1997).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에 앞서, 연구대상으     

로 선정된 4년제 대학들을 대표적으로 8개의 생활과학      

대학과 6개의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 학과/전공으로 분      

류하여 살펴 보았다.

이들 의류/패션 관련 학과/전공교과과정의 영역 분     

류기준은 Lee et al.(1993), Do et al.(1994), Ku et al.         

(1999), Rha et al.(2008)의 선행연구기준을 토대로, 패      

션디자인, 복식문화/미학, 패션비즈니스, 의복구성, 의    

류과학, 산학연 관련, 기타의 크게 7 영역으로 구분하였       

으며, 이들 영역별 교과목은 패션디자인(패션디자인이    

론, 기초드로잉 기초조형, 색채학, 패션디자인(복종별),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 졸업작품전, 패션디   

자인발상, 텍스타일디자인, 공연/무대의상, 액세서리   

디자인, 패션연출, 디자인CAD, 전통의상디자인 등),    

복식문화/미학(복식미학, 복식사, 민속의상, 미술사 등),    

패션비즈니스(패션마케팅, 패션머천다이징, 복식사회  

심리, 소비자행동, 전자상거래 등), 의복구성(평면패턴,    

드레이핑, 봉제과학, 인간공학, 특수기능복 등), 의류     

과학(기초과학, 섬유소재, 피복재료, 직조, 염색 및 가     

공, 피복관리 등), 산학연 관련 교과목, 기타(의류학 전     

반, 의류/패션 관련 영어, 글로벌 리더쉽, 교직과목 등)     

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학교별로 교과목명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각 교과목의 개요 및 필요시 강의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위에서 설정한 교과목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Table 10>과 같이, 위 패션 관련 학과/전공의 교과목     

구성은 대체로 유사했으며, 교과과정 영역별 과목수와     

비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패션디자인 영역이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의복구성-패션비즈니스-의류과학-복식문  

화/미학-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과학대     

학 소속에 비해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에서 패션디자     

인 영역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과학     

대학 소속에서는 패션디자인 다음으로 의복구성과 의     

류과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산학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현장실습, 인턴쉽, 업체 세미나 등     

의 과목이 대부분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었으며, 국제화     

움직임과 함께 영어강좌 개설이 증가하였고, 의류무역     

과 인터넷마케팅 등 패션비즈니스 신생과목들이 생겨     

나고있는 추세였다. 대체로 졸업기준은 전공, 교양 약     

140여학점과 졸업작품전이나 졸업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패션디자인 영역의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     

기 위해, 전공기초, 전공심화, 전공연계, 기타의 4단위     

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전공기초-(패     

션)디자인론, 기초드로잉, 기초조형, 색채학; 전공심화-    

패션디자인(복종별),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  

졸업작품전, 패션디자인발상; 전공연계-텍스타일디자  

인, 공연/무대의상, 액세서리디자인, 패션연출, 디자인    

Table 10. The number and the proportion by subject area of the curricular in fashion-related departments in 4-year 

course universities in Korea

Subject area 

College

Fashion

design

Dress history/

Aesthetics

Fashion

business

Garment

construction

Textile

science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Other TTL

Human Ecology (HE) 92 (29%) 30 (09%) 45 (14%) 68 (21%) 57 (18%) 11 (0.3%) 19 (0.6%) 322 (100%)

Art & Design (AD) 117 (54%) 25 (12%) 26 (12%) 28 (13%) 9 (04%) 5 (2.5%) 5 (2.5%) 215 (100%)

TTL 209 (39%) 55 (10%) 71 (13%) 96 (18%) 66 (12%) 16 (0.3%) 24 (0.5%) 5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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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전통의상디자인; 기타. 이로부터 패션디자인 영역     

의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소속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전공      

기초교육은 대체로 1~2학년에서 이루어지는데, 생활과    

학대학 소속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패션디자인론, 인체     

드로잉, 색채학 등으로 구성되며 예술/디자인 대학 소      

속의 경우는 학부제로 기초평면, 기초입체, 드로잉, 기초      

디자인 등을 다루거나 생활과학대학 소속의 경우와 유      

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두 소속 모두 패션디자인 교과       

목의 비중이 높았으나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복종별     

세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패     

션교육기관과 같은 리서치 방법에 관한 교과목은 개설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디자인 대학의 경우 패     

션디자인 과목 외에 텍스타일디자인 교과목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2).

첫째,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은 4년제 대학을 포함     

Table 11. The number by subject of fashion design area in the curricular in Korean fashion-related departments 

S

C

Basic Advanced Co-related 

Etc TTL
Deisgn

Basic

drawing 

Basic

formation
Color

Fashion

design
(FD)

Fashion

Illustration

Port-

folio

Graduation

show

FD

ideation

Textile

design

Costume

design

Accessory

design
VMD CAD

Folk 

costu
me 

HE 8 7 0 7 22 8 0 8 2 8 6 2 3 6 3 2 92

AD 6 5 17 3 17 4 4 10 1 29 2 4 5 6 1 3 117

TTL 14 12 17 10 39 12 4 18 3 37 8 6 8 12 4 5 209

Table 12. Fashion design education in Korea

College Human Ecology Art & Design

Department/Major Clothing & Textiles, Fashion Design & Textiles
Fashion Design, Clothing & Textiles, Apparel Design,      
Textile Art & Fashion Design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Chung-     
A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Inha University; Kyung Hee Univer-      
sity 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1; Kyung Hee University 2;      
Sungkyunkwan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2;     
Konkuk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Section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a

Category A variety of subject areas related to clothing and fashion, rather than courses subdivided by a specific area 

Subject area
Fashion design-Pattern making-Textile science-Fashion   
business-Dress history/aesthetics

Fashion design (more than 50%)-Pattern making-Fashion     
business, Dress history/aesthetics-Fabric science

Structure
- Year 1-2: basic subjects 
- Year1-4: requisite or elective lots of subjects during
- Year 4: final dissertation or graduation show

- Year 1: basic subjects, focusing on basic formation 
- Year1-4: requisite or elective lots of subjects during 
- Year 4: final dissertation or graduation show

Multi-disciplinary 
education

Lack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mong subject areas or with the other majors
(but, some of schools of art and design share basic courses) 

Main 
characteristics

- Requisite or optional classes of various subject areas, rather than courses subdivided by specific area (the      
most importance in fashion design area)

- Shortage of foundation course, multi-disciplinary education and R&D
- Increasing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s and global courses

Section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courses

Period/Structure 4-year program

Graduation criteria About 140 credits + either a final dissertation or a graduation show (exhibition)

Degree Bsc (Hon) or BA (Hon)

Faculty More than 3-5 full-time professors and many part-time instructors + part of expert practitioners as adjunct professors

Section 3 Others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Work experience, domestic or international internship, talk of industry specialists, field trip, design critic and      
additional subjects about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Career prospects Fashion designer, MD or marketing specialist, patterner, fiber specialists and journalists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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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그 소속과 학과/전공이 다양하나, 그에 비해 교과과정      

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학과/전공별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류/     

패션분야의 전 영역이 교과과정에 고루 개설되어 있다.      

다만, 패션디자인 영역의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며, 이       

는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난다. 

셋째, 학부 저학년에 개설된 전공기초과목 이외에     

별도의 파운데이션 과정이 없어 사회문화에 대한 다양      

성 교육 및 적성탐색은 개인의 관심이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전공기초과목은 소속별로 교과목 내용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넷째, 학년별 단계적 학습에 따른 중점 부분이 있기       

보다는, 대체로 4년간 여러 전공과 교양과목의 선택적      

수업수강 후 최종 학년에 졸업논문 혹은 졸업작품전을      

진행해 별도의 전공선택의 기회가 없다. 

다섯째, 최근 여러 전공영역을 혼합한 학과 개설 및       

공동프로젝트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동일 영역 내의 교과목 연계 이 외에 여러 영역의 교과         

목들 간 혹은 타 미술/디자인 분야와의 학제적 교육방       

향이 미흡하다. 

여섯째, 여러 교과목이 연계된 프로젝트 중심의 교      

육과정보다는 각 과목별 강의 와 과목 내 개별과제를       

진행하는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는 과목 간 연       

계성 부족을 야기할뿐 아니라 교과목표에 맞는 결과에      

중점을 둠으로써 리서치 및 디자인 발전과정을 중심으      

로 한 교육의 기회가 다소 협소하다. 이는 교과과정의       

검토결과, 패션디자인 수업 외에 리서치 및 디자인 방       

법론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않은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곱째, 업체 전문가들의 실무교육이 해외의 경우에     

비해 미약하나, 최근 인턴쉽, 업체 특강 및 견학, 겸임        

교수의 확충 등 산학연을 위한 교과목이 증가하고 있       

으며, 비즈니스 지향 교과목 및 글로벌 시대를 위한 영        

어 강의의 확충이 나타나고 있다.

IV.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비교·고찰

이상으로부터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을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3).

첫째,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학교별로 패션디자    

인 교육방향에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패션디자인에 집     

중된 전공심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     

우는 패션디자인 전공 내에서도 복종별 세분화와 더불     

어 마켓지향 혹은 독자성 지향이라는 교육방향의 특성     

화를 보이며, 프랑스는 학교별로 오뜨꾸뛰르와 프레따     

뽀르떼 중심의 교육방향에 차별화를 두고 있고, 이태     

리는 특히 기성복 디자인과 평면구성 및 기술훈련에     

큰 비중을 둠으로써 기술지향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을 추구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 매우 다른데, 한     

국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패션전문학원 등 여러 패     

션교육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도 다양한 소     

속과 명칭의 학과/전공에서 패션디자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 반해, 교과과정은 학교별로 대체로 유사     

하며 전공심화교육보다는 패션의 전 영역을 고루 다루     

고 있다. 

둘째,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대체로 학부과정 전     

이나 과정 중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영     

국은 학부과정 전에 별도로 이러한 코스를 개설하고 있     

고, 프랑스나 이태리는 학교에 따라 기초과정을 따로     

개설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과정 구     

성에서 주로 저학년에서 다양한 전공기초를 다룬 후     

최종 학년에서 세부전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의 경우는 학부 이전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따로 개설하     

고 있지 않으며, 몇몇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 학부제를     

통해 기초조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부 1~2학년에 전공기초과목을 편성하고 있     

으나, 전반적으로 예술문화이론 및 창의성과 발상 교     

육을 위한 파운데이션 교육의 증강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의 교과과정은 특히 영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은 프로젝트 중심의 관련 교과목을 수     

강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업체 후원 및 공     

모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이 강의보다     

는 전문가의 개별지도와 그룹세미나 비중이 크며, 디     

자인 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리서치 및 발전단계가 중     

시된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태리의 교과과정은 역시     

많은 업체 프로젝트를 포함하지만, 1~2학년에서 다학     

제적 수업을 진행한 후 최종 학년에서 개별전공을 결     

정하고 졸업작품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소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과정에서는 단계     

별 중점 교육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을 4년 동     

안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강의중심 교육으로 최종 학년     

에 개별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며, 교과과정에 리서치와     

디자인 발전 등 과정을 중시하는 R&D 부문이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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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럽은 전공심화교육과 동시에 다양한 학제적     

교육방식을 통해 타 전공 간의 교류를 시도하며, 동일       

전공 내에서도 공동프로젝트나 공동평가방식의 도입    

등 과목 간 연계를 통해 다양성으로부터 독자성과 적       

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학제적 교육은 최근 한국      

에서도 타 전공영역들 간의 공동프로젝트나 학과/전공     

개설 등 과도기적 시도들이 진행 중이나, 과목 간 연계        

는 아직 원활하지 않으며 전공연계과목들도 동일 학과      

/전공 내에서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    

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교       

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워크샵, 전문가 특강, 업       

체 프로젝트, 전문가 크리틱이나 인턴쉽을 졸업의 필수      

요건화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교과과정에      

서도 비록 학점인정 수준에 그치고는 있으나 현장실습      

과목을 증설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지향 교과과정 확대      

및 업체 협동프로젝트 혹은 졸업작품전을 시행하는 등      

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에 따른 영어강       

의의 비중확대와 해외 인턴쉽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유럽의 실무위주의 교육은 업계에서 활동 중      

인 교강사진의 채택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이태      

리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는      

전임교수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디자이너 및 마케팅      

전문겸임교수의 확충과 산학연 관련 사업 장려 등 실       

무 중심의 교육개선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다.

V. 결론: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향방

지금까지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패션교육기관들의 패션디자인 교육     

과 한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육사례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로부터 앞으로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은 다     

음과 같은 측면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패션디자인 교육의 교육기관별, 학과/전공별 특     

성화, 세분화가 요구된다. 해외 패션교육기관의 경우처     

럼 패션디자인으로 특화된 교과과정의 채택으로 패션디     

자인 및 기술을 중심으로 타 영역을 연계함으로써 수요     

자 중심의 패션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공선택 전이나 학부기초과정에서 다양한 사     

회문화적 현상 및 기초조형교육을 중심으로 한 파운데     

이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전공탐색은 물론,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접근 및 창조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자인 표현능력과 작업 결과뿐 아니라 리서     

치 및 발전과정에 초점을 둔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리서치 방법에 관한 교과목     

구성이 요구된다.

넷째, 학생들뿐 아니라 교강사들 간의 협동을 통해     

이론과 실기교과목은 물론, 과목 간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며, 전공심화교육     

과 더불어 학제적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한 토털     

Table 13. The comparison on fashion design education in Europe and Korea

Section Europe (UK/France/Italy) Korea

Category
Characterization by institution and courses subdivided     
by specific area

A variety of subject areas related to clothing and fashion

Foundation
education

Foundation courses before or within undergraduate     
courses→various artistic and cultural background and     
creative ideation

Lack of foundation course, except for common basic      
courses by some of schools of art & design

Curriculum

- Emphasis by year or step and various (industrial)        
projects

- UK: project-based class, the importance of R&D       
and design process - France/Italy: a major choice after        
multi-disciplinary courses

- Requisite or optional classes of various subject areas,      
rather than emphasis by year 

- A final dissertation or a graduation show in the 4
th
 year 

- Fashion design as a part of various subject areas

Multi-disciplinary 
education

Collaborative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among    
different majors or subjects

Lack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mong subject areas      
or with the other majors, but transition period to multi-      
disciplinary education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 Internship (mandatory)
- Talk of Industry professionals, workshop, seminar,      

industry-sponsored project, and design critics

- Internship (optional)
- Additional subjects and projects about industry-      

academy collaboration 

Faculty
Many part-time expert practitioners+a few full-time     
lecturers and professors

More than 3-5 full-time professors and many part-time      
instructors + part of expert practitioners as adjunct pro-      
fessors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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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념이 요구된다.

다섯째, 산-관-학의 협력에 의한 현장 중심의 수업으      

로 상품력과 연계된 패션디자인 교육을 실현하며, 국      

내외 인턴쉽, 업계 전문가 교강사 구성, 업체 후원 프        

로젝트, 전문가 특강, 전문가 크리틱 등의 활성화가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실무에 강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      

해 패션디자인 교육에서도 국제 정세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 및 기술교육을 필요로 한다.

일곱째, 국내 패션산업이 선진국형 문화창조산업으    

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의      

기반 위에서 국가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적 차       

원의 창조적 패션디자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해외 패션선진국들     

의 패션디자인 교육사례 및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의      

현황 진단과 더불어,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국가        

별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의 사례수가 다소 협소해 이를      

통한 일반화는 어려우며 다만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들      

을 제시하였고, 인터뷰의 한계 등으로 인한 학교별 교       

과과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미흡했던 점, 그       

리고 교과과정 상의 영역별 교과목들의 세부사항에 대      

한 고려가 없었던 점 등의 제한점들이 남는다. 아울러       

후속연구로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대한 선진적 사      

례와 더불어,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개선방안이나 교육모델 모색, 그리고 국내 패      

션디자인 학과/전공별 교과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한 파     

악과 개선안 모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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