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벤더(Vendor)와 에이전트(Agent)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이은영·최혜선
†
·도월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Present State of Technical Designers'

Work Responsibilities and Training Conditions

-Targeting Technical Designers Working for Clothing Vendors and Agents-

Eun-Young Lee · Hei-Sun Choi
†

· Wol-Hee Do*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2년 9월 12일), 수정일(2013년 2월 1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reported present state of clothing technical designers' work duties and working conditions, so

as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develop professional training methods for them. Technical designers working

for vendors and agents were surveyed as they represent the majority of technical designers in Korean clo-

thing industries. Survey participants were 62 technical designers working for 6 clothing vendors and 2 clo-

thing agents, and the survey closely inspected their work qualificati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orking

conditions and training conditions.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7
th
 to July 17

th
, 2012. The question-

naire examined frequency analysis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using SPSS 19.0 Windows after investi-

gating documents and work fields through personal experiences and interviews from technical designers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chi-square test analyzed the preferred type of fitting for technical designers

of vendors and agents. The results showed that 32.3% of those surveyed have more than 7 years of work

experience an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is predominantly a bachelor's degree (57 people, 91.9%). Among

the work responsibilities, respondents did sample measuring more than four times a day.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technical designers needed to qualify: first ‘Fitting Technic’, second ‘Pattern Correction Capa-

bility’, and third ‘English Skills to Communicate with Buyers’; subsequently, education on several technics

(such as measuring, grading, and fitting) were required for the job. Current technical designers answered that

they need more various work-related education. However, th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pre work-related

training was insufficient. The data shows that technical designers require re-education in ‘Pattern Correction

Method’ (61.3%) and ‘Sewing Education’ (64.5%).

Key words: Technical designer, Agent, Vendor, Sample measuring, Pattern correction capability; 테크니

컬 디자이너, 에이전트, 벤더, 샘플 측정, 패턴 수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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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 기술과 운송 수단의 발

달과 더불어 자유무역체제(Free Trade) 및 쿼터(Quota) 철

폐로 인하여 섬유의류산업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시

대에 돌입하였다(Choi et al., 2012). 이에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브랜드인 바이어(buyer)들은 홍콩, 한국, 중국, 인

도네시아 등에 에이전트(agent)나 브랜치 오피스(branch

office)를 두어 바잉(buying)이나 중간관리를 맡기고, 무

역회사인 벤더(vendor)와 거래하여 제품을 생산 관리하

고 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는 이러

한 다국적 무역환경 하에서 생겨난 의류산업의 새로운

직종으로 미국의 자체 상표(Private Label) 의류업체가 자

신의 상품의 실제적인 제조를 하청업자들에게 맡기는 특

정 상품구매(Specification Buying)을 실행함으로써 새롭

게 등장한 직종이다(Lee, 2005).

현재 수출업종과 관련된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종류는

소속에 따라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이너, 에이전트 테크

니컬 디자이너, 벤더 테크니컬 디자이너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 또한 차이가 있다(Kim, 2010). 과거

에는 주로 바이어와 에이전트에 대부분 테크니컬 디자

이너가 존재하였으나, 벤더로 많은 업무가 이양됨에 따

라 규모가 큰 벤더를 중심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 팀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국

내 수출업체인 벤더를 중심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내의 내수 브랜드들도 제일

모직과 LG패션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겨났고, 점

차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내수 브랜드에서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가 일관되지 못하고 업무 내용과 성격

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의류업체에서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자격조건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여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구인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미국 뉴욕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의 경우는 전문대학 과정(AAS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디자인 전공 과정(BS 과정)을 운

영하고 있으며 ‘졸업반 인턴십(Senior Internship)’과 같

은 현장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테크니컬 디자이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고용

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대부분은 벤더 및 에이전트이고,

최근 2~3년 사이에 신규 직종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내

수 브랜드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다 국내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

을 통해 테크니컬 디자이너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의 테크니컬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Lee(2005)은 미국 의류업체에서 의류생산공정에 참

여하는 역할자로서의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이너에 대

해 기술하였고, Kang and Yoon(2008)은 전반적인 테크

니컬 디자이너의 배경과 역할, 담당 업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Kim(2010)은 국내 수출업체

를 중심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특성에 관해 조

사하였으나, 테크니컬 디자인 영역이 국내에서는 비교

적 최근에 알려짐으로 인해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모델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국내의 벤더

와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 특성 및 교육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테크

니컬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테크니컬 디자인을 위한 실무 용어

에이전트나 벤더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먼저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이너로부터 온 상세명세서(technical pac-

ket)에 의거하여 의복 샘플을 검토한 뒤, 피팅 평가, 구성

(construction & workmanship), 그레이딩(grading) 편차 평

가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이 결정된 스타일에 대한 이상

적인 핏(fit: 맞음새)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Kang &

Yoon, 2008).

<Table 1>은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프로세스 업무상

쓰이는 실무 용어를 나타낸 것이다. ‘텍팩(T/P, tech pack,

technical packet)’은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이너로부터 오

는 상세명세서, ‘디벨롭 샘플(development sample)’은 본

생산의 오더를 받기 전에 바이어의 스케치 등으로 제작

되는 샘플로 여기서 선택된 샘플이 본 생산에 들어갈 샘

플로 결정된다, ‘핏 샘플(fit sample)’은 실제 오더를 받아

본 생산을 진행하게 되는 샘플의 피팅 샘플, ‘코어 사이

즈(core size)’는 생산되는 사이즈 중에서 피팅을 보기위

해 샘플을 제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즈, ‘점프 사

이즈(jump size)’는 실제 생산하는 사이즈 중 한 단계씩

건너 띄운 사이즈, ‘라이브 모델(live model)’은 실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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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더미(dummy)’는 ‘드레스폼’을 의미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주된 업무는 핏과 구성에 관련

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 <Table 2>은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피팅 업무 시 실제로 사용되는 실무용어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용어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컨스트럭션(construction)’ 봉제에서 부자재(trimming)까

지 의류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방법으로 봉제 방법

까지 포함한다, ‘워크맨쉽(workmanship)’은 봉제 상태,

‘드래그 라인(drag line)’은 더미에 입혔을 때 옷의 핏이

적절치 않아 생기는 라인, ‘하이킹(hiking)’은 더미에 입

혔을 때 보통 밑단에서 바닥과 평행(parallel)하지 못하

고 앞 ·뒤가 들리는 현상, ‘갭핑(gapping)’은 더미에 입

혔을 때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생기지 않아야 할 여유

분이 생겨 불룩해 보이는 현상, ‘피봇 아웃(pivot out)’은

핏 샘플(fit sample)에서 갭핑 현상 등이 나타났을 때 그

부위를 수정하는 것을 일컬음, ‘스윙 아웃(swing out)’은

더미에 입혔을 때 보통 밑단에서 바닥과 평행하지 못하

고 옆선(side seam)이 들리는 현상, ‘퍼커링(puckering)’

은 옷이 잘못 만들어져 생기지 않아야 할 주름이 생긴

경우, ‘셔링(shirring)’은 옷에 원래 있어야 할 주름, ‘풀

링 라인(pulling line)’은 더미에 입혔을 때 옷이 작거나

잘못 만들어져서 당겨져 생기는 라인을 의미한다.

2. 테크니컬 디자이너 업무 프로세스(process)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실무 경험과 현재 각기 다른 업

체에서 근무하는 3명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사전 인

터뷰를 바탕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프로세스

에 대해 조사하였다. <Fig. 1>은 벤더와 에이전트의 테

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흐름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

림이다.

우선 벤더와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경우,

Table 1. Technical design process terminology

Terminology Meaning

T/P, Technical Packet Detailed order statement received from technical designers working for buyers

POM Point of Measurement

HTM How to Measure

Development Sample Sample making with simple sketch from buyer before receiving production order

Fit Sample Samples produced to check the fit after production orders

Core Size Primary sample size to check the fit

Jump Size Skipping one step over size to full size production range

Live Model Human model

Dummy Dressform

Table 2. Fitting terminology

Terminology Meaning

Construction All components of clothing making ranging from sewing to trimming.

Workmanship Sewing status

Drag Line Lines that appear when clothes were dressed on a dummy, but do not naturally fit.

Hiking
The tendency that the sweep is not parallel to the floor and the front and back is lifted when clothes are put on a 

dummy.

Gapping
The tendency that clothes look puffy because of some margin of certain areas (such as armpits) when clothes are 

put on dummy.

Pivot out Correcting some parts of clothes when fit samples have gapping tendency.

Swing out
The tendency that the sweep is not parallel to the floor and the side seam is lifted when clothes are put on a 

dummy.

Puckering Clothes have wrinkles on unwanted areas because they were improperly made.

Shirring Wrinkles on clothes of desirable section.

Pulling Line Lines appearing on clothes because they were too stretched or made too small when clothes are put on a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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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스케치(디자인) 기준으로 디벨롭 샘플의 스펙을

만들거나 바이어가 보내준 대략적인 스케치와 스펙을

기준으로 스펙을 수정 보완한다. 디벨롭 발송 샘플이 만

들어지면 리뷰한 후에 영업부에 전달한다. 오더를 받은

1차 핏 샘플부터는 전체적인 스펙의 시트가 구비되어 오

고 바이어의 코멘트가 있다면 이를 참조하여, 더미나 라

이브 모델에 피팅한 후, 패턴의 수정 부위를 의뢰한다.

1차 핏 발송 샘플이 만들어지면 리뷰한 후에 영업부에

전달한다. 핏 샘플에 대한 평가를 바이어에게 이메일이

나 DT(discussion thread)와 같은 웹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코멘트(comment)한다. 2차 핏 샘플부터 발송 샘플이 승인

(approved)받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승

인을 받은 후에는 코멘트를 참조하여 본 생산에 들어갈

패턴을 수정 의뢰한다. 또한 본 생산에서 제작되는 사이

즈 전구간의 그레이딩 값을 리뷰(review)하고 경우에 따

라 점프 사이즈나 모든 사이즈의 PP(pre-production) 샘플

을 리뷰한다. 최종적으로 샘플을 담당하는 영업부나 공

장에 생산진행 시 봉제와 핏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

하는 경우도 있다.

III. 연구방법

1. 설문 조사목적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테크니컬 디자이너 교육 모델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벤더 및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특성 및 교육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Kim, 2010)와 연구자

본인에 벤더에서의 테크니컬 디자이너 실무 경험을 바

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업무 일반 사항(2문항)은 ‘담당

브랜드’와 ‘주요 제작 품목’에 대해, 테크니컬 디자이너

업무 및 흐름(19문항)은 제품 치수의 ‘측정 횟수’, ‘교육

유무’, ‘가이드 구비 유무’, ‘작성자’, 샘플의 ‘패턴 제작 장

소’, ‘샘플 제작 사이즈’, 그레이딩의 ‘편차 작성자’, ‘교육

유무’, 피팅 시 이용하는 ‘모델’과 ‘사이즈’, ‘업무의 흐름’

과 ‘각각의 샘플 진행 단계에서 해당하는 업무’, ‘바이어

와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해, 핏 견해와 관련된 문

항(2문항)은 ‘피팅 시 확인하는 사항’, ‘좋은 피팅’에 대

한 견해와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자격조건(3문항)은 ‘중

요한 순위’와 ‘회사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 응답자

의 일반 사항(10문항)은 ‘경력’, ‘전직’, ‘전직 경력’, ‘전

공’, ‘이직 횟수’, ‘최종 학력’, ‘유학 유무’, ‘업무 관련 교

육 유무’, ‘재교육 필요성’ 등에 대해 총 3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2. 설문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예비설문은 2012년 5월 3일에서 5월 10일까지 연구

자가 직접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국내 의류수출업체

3개 회사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 실시하였고, 기타

및 주관식 답변 문항에 대해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실무 경험과 예비 설문

의 결과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연구

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27일에서 7월 17일까지였고, 테크니컬 디자이너 팀이

Fig. 1. Work flow of technical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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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국내 벤더 6업체와 에이전트 2업체의 총

8업체에 근무 중인 62명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3). 국내 벤더와 에

이전트 중에서 벤더는 가장 먼저 테크니컬 디자이너 팀

을 운영하기 시작한 해외 의류수출회사 중 한국 의류수

출을 대표하는 세아, 한세, 한솔의 3사를 중심으로 테크

니컬 디자이너 팀을 따로 구성하고 있는 벤더를 선정하

였고, 에이전트는 국내에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현존하

는 리앤풍, 마스트, 피비앰에스(pbms), 씨어스(Sears) 등

의 업체 중에서 선정하였다.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자이

너 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 벤더에 보다 많은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존재하고 에이전트에는 테크니컬 디자이너

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벤더로 테크니컬 디자이너

업무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기인한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9.0 for Windows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업무 일반 사항,

테크니컬 디자이너 업무 및 흐름, 핏 관련 문항, 테크

니컬 디자이너의 자격조건,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대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등을 실시하여 산출

되었고, 벤더와 에이전트에서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피팅 시 이용하는 모델 타입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식 문항이나 객관식 문항

에서 주어진 보기 이외의 답변은 서술형으로 응답하게

한 후 공통되는 답변을 묶어 서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1)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경력

조사대상자의 테크니컬 디자이너 경력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테크니컬 디자

이너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

였으나 그 중에서 ‘5년 이상 7년 미만’(11명, 17.7%) 경

력자와 ‘7년 이상’(20명, 32.3%) 경력자들이 전체의 절

반을 차지하였고, 기타의 답변에 ‘7년 이상’의 경력자들

중 11년, 15년, 15년 10개월로 오랜 근무 경력의 조사대

상자들도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5년 이상의 테크니컬 디자이너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업무 관련 응답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학력 및 업무 관련 교육 경력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4년

제 대학 졸업’이 48명(7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은 4년제 이상(57명, 91.9%)의 대

학을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로 대학원 휴학 중

인 사람도 있었다(Table 5). 또한 <Table 6>에서 조사대

상자의 직업과 전공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대학을

나온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의상, 의류 관련 전공자’

(51명, 82.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상과 관련이

있지 않은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유학이나 대학원 과

정 등을 통해 패션 관련 전공을 공부한 것으로 응답하

였다. 이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특성상 전공의 심

화된 공부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타 전공자가 실무

에서 익히는 것만으로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Table 7>는 조사대상자의 외국어 연수, 해외 유학 경

험, 업무 전 테크니컬 디자이너 교육 유무 여부를 나타

낸 표이다. 벤더나 에이전트의 업무 특성상 외국어 사용

이 잦은 직업이기 때문에 외국어 연수(14명, 22.6%)나 해

외 유학 경험(20명, 32.3%)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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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and affiliations of respondents

                                        (n=62, Unit: person (%))

Name of Company Number of People

Vendor

SAE-A TRADING 10

HANSAE 10

HANSOLL 10

Nobland 12

SUY CO 3

LEE & CO. 2

Agent
Li & Fung 10

Mast 5

Total 62

Table 4. The technical designer experience of respon-

dents                               (n=62, Unit: person (%))

Experience Freq. (%) Cumulative Freq. (%)

More than 7 years 20 (32.3) 20 ( 32.3)

5-7 years 11 (17.7) 31 ( 50.0)

3-5 years 9 (14.5) 40 ( 64.5)

2-3 years 12 (19.4) 52 ( 83.9)

1-2 years 4 ( 6.5) 56 ( 90.3)

Under 1 year 6 ( 9.7)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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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로 일하기 전 업무에 대한 교육

유무에 대해 조사할 결과 대부분은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다’(51명, 82.3%)고 응답하였고 일부(11명, 17.7%)

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들의 대부

분은 유학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유학의 경

우에는 FIT의 Technical Designer를 위한 교육 과정, FIDM

(Fashion Institute of Design and Merchandising)에서의

‘Production Pattern Making Class’, LCF(London College

of Fashion)와 Goldsmith university에서 ‘pattern-making’,

‘sewing method’, ‘fitting’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패턴실에서 일하면서 피팅 및 패턴

수정에 대해 익히거나 벤더의 해외 영업파트에서 패턴

실과 봉제실에 직접 샘플을 만들도록 투입한 후 완성시

키는 작업인 샘플링(Sampling) 작업이나 봉제 기술, 바

이어와의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업무 전 테크니컬 디자

이너 관련 업무를 익혔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국내의

경우는 패션연구소나 학원 등에서 관련 교육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속업체의 일반적 사항

<Table 8>는 조사대상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이

어 브랜드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브랜

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바이어 브랜드에서 의류

수출업체에 테크니컬 디자이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의류수출업체에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수요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나누어 American Eagle Outfitters, Gap Inc., Ba-

nana Republic, Old Navy, Victoria Secret, DKNY, H&M

등의 의류업체 바이어와 JC Penney, Kohl's, Macy's, Tar-

get, Walmart 등의 유통업체 바이어의 PB(Private Brand)

가 있었다. 이러한 유통업체 바이어는 여러 개의 PB를

소유하고 있고, 의류업체 브랜드는 규모가 큰 SPA(Spe-

ciali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인

경우가 많아 여러 벤더에 나누어 오더(order)를 주기 때

Table 8. List of the respondents' cooperative brands (buyers)

Vendor & Agent Buyer brand 

Vendor

SAE-A TRADING
Express, Gap, Gap Outlet, Aeropostale, Kohl's, Kohl's-Sonoma, Mudd, Hang Ten, Maypole,

Urban Pipeline, Helix, Rock& Republic, Target, Walmart

HANSAE Gap/On, Target, Aeropostale, Old Navy, Victoria's Secret, Walmart, H&M

Nobland
Guess, DKNY, Oasis, CSI, Bass, Anthropologie, Kimberly Ovitz, White/Black, Urban, Gap, JC

Penney, Old Navy, BR, Target, Banana Republic

HANSOLL
Gap, Old Navy, Under Armour, AEO (American Eagle Outfitters), Adidas, Kohl's, Victoria's

Secret (VSDP), F21, Liz Co, Walmart, La Senza, Justice, Maurices, JC Penney

SUY CO. Express, Ann Taylor, Talbots, Michael Kors, Loft

LEE & CO. Sonoma, C&B, ELLE, Dana Buchman, ART.9, Lauren Conrad

Agent
Li & Fung

Talbots, New York & Company, Torrid, NY & CO, Limited Knit (women), AEO, Limited,

Aerie

Mast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Store, La Senza (US/CANADA), PINK

– 297 –

Table 5. Education level of the respondents

                                        (n=62, Unit: person (%))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Freq. (%) Cumulative Freq. (%)

Others 2 ( 3.2) 2 (   3.2)

Graduate (Master) 7 (11.3) 9 ( 14.5)

Undergraduate 48 (77.4) 57 ( 91.9)

Community college 2 ( 3.2) 59 ( 95.2)

High school 3 ( 4.8) 62 (100.0)

Table 6. Respondents' job relevance to their college

majors                            (n=62, Unit: person (%))

Item

Statistics
Related

Not

related

Non-

response
Total

Freq. (%) 51 (82.3) 2 (3.2) 9 (14.5) 62 (100.0)

Table 7. Educational career background of the res-

pondents                       (n=62, Unit: person (%))

Response
Freq. (%)

Total
Yes No

Receiving foreign language

school education

14

(22.6)

48

(77.4)

62

(100.0)
Studying abroad

20

(32.3)

42

(67.7)

Receiving TD education
11

(17.7)

51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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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업체별로 브랜드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업무 성격상 한 브랜드 이상을

담당하거나 같은 브랜드에서 여러 라인을 담당하는 경

우가 많으며 니트와 우븐제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복수응답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응답자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의 주요 제

작 품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재단과 봉제를 통해서 완

성되는 제품인 컷 앤 쏘 니트(cut & sew knit)가 93.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다음으로 우븐이

42.6%, 수영복(swimsuit)이 4.9%, 기타 1.6%의 순으로 나

타났다.

4)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자격조건

<Table 10>은 벤더나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순위를 매긴 결과이다. 1순위

‘피팅 기술’, 2순위 ‘패턴 수정 능력’, 3순위 ‘바이어와 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 능력’, 4순위 ‘봉제 방법에 대

한 지식’, 5순위에서는 ‘소재에 대한 지식’이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의 순위로 나타났다. 기타

로는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의 수준과 벤더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조율하고 상황판단 능력이나 중요 포인트(ma-

jor point) 감지 능력이 이슈(issue)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

다’,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디자이너의 요구에 대한 정확

한 파악과 유연한 사고와 꼼꼼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즉, 핏 샘플 단계에서는 바이어에게 보내

지는 샘플이 적절한 핏과 컨스트럭션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reject)되는 이슈들이 발생

하고 이는 전체적인 생산의 리드타임(leadtime)을 길어

지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올바른 피팅 기술과 패턴

수정 능력을 갖춘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별 실태

1) 일일 샘플 치수 측정 횟수

<Table 11>에서 조사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샘플 치수 측

정 횟수를 살펴보면, 일일 4~6회(51.6%) > 7~9회(24.2%)

> 10회 이상(12.9%) > 1~3회(8.1%) >기타(3.2%)의 순으

로 나타나 대부분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은 하루 평균

4회 이상의 샘플 치수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기타 의견으로는 ‘측정하지 않는다’, ‘날마다 조금씩

다르고 우븐, 니트제품 등의 아이템 종류와 스타일에 따

라 변동이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대부분의 의류회사

들은 기본적으로 신체 사이즈보다 제품 치수를 기본으

로 움직이게 된다. 이 때, 의복의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

하는 것은 핏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테크니컬 디자이

너의 주된 업무가 핏과 구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

는 데 있기 때문에 샘플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벤더나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 있어 기본

적으로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2) 제품 치수 표준 지침서 구비 여부

현재 글로벌 브랜드 기업의 경우, 디자인과 실질적인

제조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의류제품

을 측정하는 것 또한 각각의 회사마다 각자의 표준 지침

서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Lee & Steen, 2010). 대부

분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되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표

준 지침서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POM(point of measu-

Table 9. Main manufacturing item            (multiple response, n=61, Unit: person (%))

Item

Statistics
Cut & Sew knit Woven Sweater Swim suit Others

Percent of Cases (%) 57 (93.4) 26 (42.6) 0 (0.0) 3 (4.9) 1 (1.6)

Table 10. Prepared condition of technical designer                 (n=62, Unit: person (%))

Item

Ranking
English capability Fitting technic

Pattern correction

capability

Knowledge

on textile

Knowledge

on sewing
Others

1
st

11 (17.7) 33 (53.2) 11 (17.7) 0 ( 0.0) 1 ( 1.6) 2 ( 3.2)

2
nd

12 (19.4) 13 (21.0) 21 (33.9) 0 ( 0.0) 11 (17.7) 1 ( 1.6)

3
rd

17 (27.4) 7 (11.3) 12 (19.4) 4 ( 6.5) 16 (25.8) 2 ( 3.2)

4
th

11 (17.7) 1 ( 1.6) 8 (12.9) 13 (21.0) 24 (38.7) 1 ( 1.6)

5
th

7 (11.3) 3 ( 4.8) 5 ( 8.1) 36 (58.1) 5 ( 8.1) 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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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nt)나 HTM(how to measure)과 같은 용어로 사용한

다. 이러한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구비해 놓고 특별한

디자인의 디테일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측정부위를 첨가

하기도 한다. 의복 측정 가이드를 자신이 담당하는 브랜

드의 바이어가 구비해 놓는지에 대해 <Table 12>에서

살펴보면, 1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61명(98.4%)이 모

두 구비해 놓았다고 응답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3) 샘플 치수 측정 교육 유무 및 스펙시트 작성자

이와 같은 의류제품을 측정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유무와 받은 장소에 대해 <Table 13>에서 살펴보

면, 대부분이 ‘이전 회사’(29명, 46.8%)나, ‘현재 회사’

(10명, 16.1%)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

다. ‘대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받은 경우도 13명

(21.0%)에 달했으나 대부분(10명, 77%)은 유학을 통해

배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

람 가운데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고 답하

거나, 기타에 ‘바이어 매뉴얼을 통해 익혔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유학 여부에 따른 의복 치수 교육

여부 간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유학 여부에 따른

교육을 받는 채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의 경우

전공 관련 유학을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교육을 받

은 비율이 76.9%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직장, 기

타 등에서는 유학 무경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에서 디벨롭 샘플에 대한 제품 치수의 개

발자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이어 테크니컬 디

자이너’(50명, 80.6%)라고 응답하였으나 벤더나 에이전

시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도 18명(29.0%)에 달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브랜드 본사의 업무가 벤더나 에이전트로

많이 이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의견도 대부

분의 바이어가 기본적인 초기 스펙(Initial spec)이나 느

낌만 주기 때문에 벤더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나 패턴사

들이 같이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적

합하지 않은 스펙인 경우 벤더의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바이어에 제안하여 수정 후에 디자인에 더 적합할 수

있도록 고쳐서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14>에서 핏 단계(fit stage)가 모두 끝난 후,

그레이딩 편차를 작성하는 이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Table 11. Sample size measuring frequency

                                          (n=62, Unit: person (%))

 Measuring frequency Freq. (%)
Cumulative

Freq. (%)

1-3times a day 5 ( 8.1) 5 (   8.1)

4-6times a day 32 (51.6) 37 ( 59.7)

7-9times a day 15 (24.2) 52 ( 83.9)

More than 10 times a day 8 (12.9) 60 ( 96.8)

Others 2 ( 3.2) 62 (100.0)

Table 12. Manual of standard guide equipment of as-

signed brand              (n=62, Unit: person (%))

Item

Statistics
Yes No Total

Freq. (%) 61 (98.4) 1 (1.6) 62 (100.0)

Table 13. Education on how to measure sample size                  (n=62, Unit: person (%))

Education on how to measure Freq. (%)
Studying abroad

Experienced hand (n=20) Not experienced hand (n=42)

University 13 (21.0) 10 (76.9) 3 ( 23.1)

None 8 (12.9) 1 (12.5) 7 ( 87.5)

Company
Previous company 29 (46.8)

9 (23.1) 30 ( 76.9)
Current company 10 (16.1)

Others 2 ( 3.2) 0 ( 0.0) 2 (100.0)

Table 14. Designers in charge of developing sample spec and full graded spec     (n=62, Unit: person (%))

Person in charge
Development sample spec Full graded spec

Percent of Cases (%)

Technical designer (buyer) 50 (80.6) 54 (87.1)

Technical designer (vendor/agent) 18 (29.0) 10 (16.1)

Others 8 (12.9) 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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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이너’(54명, 87.1%)라고

응답하였고, ‘벤더나 에이전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작

성하는 경우가 10명(16.1%)이었다. 기타로 ‘본사 캐드팀

이 작성하거나 경우에 따라 벤더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제시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

는 경우 작성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이어 그레이

딩 기준 룰이나 제공한 편차를 토대로 더미에 근거하여

작성하거나 예전의 비슷한 스타일을 참고하여 다른 브

랜드의 그레이딩 편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Target의 경우 전 사이즈 마네킹이 있어 실제 그레이

딩 후, 전 사이즈 샘플을 마네킹상에서 확인 후 그레이

딩을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샘플 리뷰 후 스스로 편

차를 작성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그레이딩 편차를 작

성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벤더나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앞

으로 더욱 업무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해석된다.

4) 샘플 제작 사이즈, 진행 횟수

<Table 15>는 조사대상자가 담당하는 브랜드의 샘플

이 제작되는 사이즈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이 가장 기

본이 되는 사이즈인 ‘코어 사이즈’(61명, 98.4%)로 제작

하였고, 다음으로 ‘점프 사이즈’(7명, 11.3%)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점프 사이즈로 제작하는 경우 실제 생산

하는 사이즈 중 한 단계씩 건너 뛴 사이즈를 모두 제작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Target(4명), Gap/

on(2명), JC Penney(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바이

어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로 ‘바이어마다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드레스폼을 더미라는 명칭으

로 이용하는데, 더미는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제작되는

샘플의 올바른 피팅(fitting)을 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

이다. <Table 15>에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더미의

사이즈를 살펴보면, ‘코어 사이즈’(82.3%) > ‘점프 사이

즈’(22.6%) > ‘제작되는 모든 사이즈’(6.5%)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제작되는 샘플 사이즈의 더미는 핏 단계를 위

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핏 샘플이 평균적으로 진행되는 횟수는 <Table 16>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차’(53.2%) > ‘1차’(29.0%) > ‘3차’

(25.8%)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어 브랜드나 샘플 종류

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4차 이상은 핏 단

계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핏 단계의 횟수

는 바이어의 오더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피팅 기

술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다.

5) 피팅 시 선호하는 타입

<Table 17>에서 바이어와 피팅 시 주로 모델로 이용

하는 종류와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더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41명(66.1%)으로 라이브 모델 이용자

21명(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미를 선호하는 이유

는 첫째, 바이어와 같은 더미에서 피팅을 보기 때문에 동

일한 조건에서 표준 사이즈로 핏 리뷰가 가능함, 둘째,

좌우 균형 및 착장 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기준 사이즈

체크가 가능하고 표준 체형으로 변함없이 동일한 사이

즈를 유지함, 셋째, 라이브 모델의 경우 사이즈가 맞는

라이브 모델을 구하기 힘들고, 시간에 제약 없이 항상 피

팅이 가능하고 모델이 착장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함, 넷째, 바이어마다 요구하는 사이즈가 있고

요구 사이즈를 맞추기에는 더미가 용이하고 벤더들에

게 일의 능률과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음, 다섯째, 바이

Table 15. Sample making size and dummy size of ven-

dor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Item
 Sample making size Dummy size

Percent of Cases (%)

Core size 61 (98.4) 51 (82.3)

Jump size 7 (11.3) 14 (22.6)

Full size range

in production
0 ( 0.0) 4 ( 6.5)

Others 1 ( 1.6) 1 ( 1.6)

Table 16. Progress of fit sampling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Item

Statistics

Develop 
1
st

sample

2
nd

sample

3
rd

sample

More

than a 4
th

sample

Percent of Cases

(%)

0

(0.0)

18

(29.0)

33

(53.2)

16

(25.8)

0

(0.0)

Table 17. Preferred type of fitting

                                                        (n=62, Unit: person (%))

Statistics

Item

Freq.

(%)
Vendor Agent

Chi-

Square

Live model 21 ( 33.9) 9 (14.5) 12 (19.4)

18.798***Dummy 41 ( 66.1) 38 (61.3) 3 ( 4.8)

Total 62 (100.0) 47 (75.8) 15 (2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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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지정한 표준 더미에 피팅 보기를 요청하였고, 바이

어가 개발한 더미가 바이어의 선호 고객층의 체형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이브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바이어

브랜드가 원하는 정확한 피팅과 착용감을 볼 수 있고,

팔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임에 따른 착장 변화 및 옷의

여유 분량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둘째, 모델

의 코멘트 등을 반영하는 피드백(feed back)을 얻을 수

있음, 셋째, 바이어가 선호함, 넷째, 실제 입었을 때 네

크라인의 최소 사이즈, 스커트의 경우 밑단의 최소 사

이즈 등을 알 수 있고, 스티치 텐션, 암홀 부분 피팅 등도

파악하기 편함, 다섯째, 잠옷의 경우(Victoria's Secret)는

주로 디자이너와 피팅을 보는데 라이브 모델이 피팅을

하여야 이미지에 관한 느낌을 알 수 있으며, 살에 닿는

감촉을 알 수 있고, 동작성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더와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피팅

시 이용하는 타입이 다른지 분석한 결과, 벤더의 테크니

컬 디자이너는 더미(61.3)를 라이브 모델(14.5)보다 더 선

호하였고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라이브모델

(19.4)을 더미(4.8)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테크니컬 디자

이너의 소속에 따라 피팅 시 이용하는 타입이 다른 것으

로 조사되었다(p<.001). 이는 벤더는 오더를 받는 입장

이고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본사에 소속이기

때문에 라이브 모델을 선호하는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

이너와 성향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바이어와 피팅 커뮤니케이션에 이용되는 방법

<Table 18>은 벤더나 에이전트에서 핏 단계에서 바

이어와 피팅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에 순

위를 매긴 것이다. 1순위 ‘텍팩의 사진’, 2순위 ‘화상회

의’, 3순위 ‘화상회의’와 ‘직접미팅’, 4순위 ‘3D 가상 피

팅 프로그램’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

타났다. 기타 방법으로는 ‘사진 없이 e-mail(comment)로

주고받는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샘플을 바이어에

게 발송하여 바이어가 라이브 모델에 피팅한다’거나,

‘sketch 및 inspiration 이미지, 텍팩의 동영상 등을 이용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4순위의 3D 가상

피팅 프로그램의 경우는 아직까지 실행하고 있지 않거

나 현재까지 사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7) 디벨롭 샘플 단계에서 업무 참여도

<Table 19>에서 디벨롭 샘플 단계에서부터 업무에 참

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 업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업무에 ‘참여하지 않

는다’가 20명(32.3%)나 되었으며,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

체적인 참여 빈도가 핏 단계의 업무 빈도보다 빈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복 치수를 측

정’하거나 42명(67.7%), ‘스케치 확인 후 바이어에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지 제안하는 업무’에 43명(69.4%) 참

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바이어 요청 컨스트럭션 등에서 보다

나은 단가가 적게 들고, 빠르고, 보기 좋은 방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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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ommunication method to use with buyers when fitting                (Unit: person (%))

Item

Ranking
Picture of tech pack Video conference Direct meeting

3D virtual fitting

program
Others

1
st

46 (74.2) 0 ( 0.0) 9 (14.5) 0 ( 0.0) 6 ( 9.7)

2
nd

8 (12.9) 19 (30.6) 11 (17.7) 0 ( 0.0) 11 (17.7)

3
rd

3 ( 4.8) 19 (30.6) 15 (24.2) 2 ( 3.2) 1 ( 1.6)

4
th

1 ( 1.6) 2 ( 3.2) 8 (12.9) 15 (24.2) 0 ( 0.0)

Table 19. Technical designer's job at development sample stage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Development Sample Stage Percent of Cases (%)

None (Sending after confirming MR → Participating after fit sample) 20 (32.3)

Construction suggestion after confirming sketch 43 (69.4)

Specs measuring for apparel products 42 (67.7)

Convey notices to sample factory during workmanship 38 (61.3)

Sample spec suggestion 38 (61.3)

Others 15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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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하여 제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특정 브랜드(Target)의 경우, 발송 전 피

팅과 평가(evaluation)를 완료하여 핏 단계를 1차에 끝내

는 브랜드도 있었으며 벌크(bulk) 진행 시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테크니컬 디자이너

의 주된 업무는 피팅과 패턴의 수정이지만 그 외에 봉제

방법과 컨스트럭션 등에서 업체 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

을 때 전체적인 생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의문발생 시 커뮤니케이션 방법

핏 단계에서 바이어 코멘트와 샘플 리뷰에서 의문이 발

생할 때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Table 20>

에서 살펴보면, ‘이메일’이 50명(82.0%)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DT(Discussion Thread) 웹사이트 시스템’

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7명(27.9%)으로 나타났

다. DT 시스템은 특정 브랜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용자 17명 중 16명(94%)이 Target이라는 브

랜드를 담당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인 것으로 나타났

다. Target이라는 브랜드는 가장 먼저 테크니컬 디자이

너의 업무를 정착시킨 브랜드로 많은 벤더들이 참여하

고 있었으며 가장 선구자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바이

어 브랜드이다. 기타로는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자이너

를 통해 e-mail로 전달한다’, ‘영업 MR이 DT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9) 핏 샘플 단계에서 진행 업무

<Table 21>에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텍팩을 받아 핏

샘플 단계부터 진행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스펙시트 확

인 및 의복 치수 측정’과 ‘컨스트럭션의 확인’은 62명

(100.0%)이 모두 확인하는 기본적인 업무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 ‘봉제 기술에 대한 확인’(98.4%) >

‘패턴 확인’(93.5%), ‘바이어에 수정사항이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제안’(93.5%) > ‘스펙의 수정 및 업데이트’

(8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진, 스펙,

그림이 상이한 경우 바이어가 원하는 실루엣을 확인하

고 디자이너의 눈으로 전체적인 리뷰를 해야 한다’, ‘그

레이딩, 워싱 여부, 라벨 페이지, 그래픽, 염색 등 바이

어 코멘트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되었는

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0) 핏 승인 이후 진행 업무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핏 단계에서 핏 승인을 받은 이

후에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Table

22>에서 살펴보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스펙의 수정 및

업데이트를 요청함’은 62명(100.0%)로 모두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정사항이 있

을 경우, 벌크에서 반영되도록 패턴을 수정하는 업무’

(90.3%) > ‘PP(pre-production) 샘플의 확인’(77.4%) 순으

로 나타났다. 질의한 해당 업무들이 모두 70% 이상 진

Table 21. Check lists while working on fit stage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Item Percent of Cases (%)

Spec sheet confirm & measuring 62 (100.0)

Pattern check 58 ( 93.5)

Construction confirm 62 (100.0)

Workmanship confirm 61 ( 98.4)

Spec revision & update 54 ( 87.1)

Suggestions to buyer 58 ( 93.5)

Others 10 ( 16.1)

Table 22. Check lists while working after fit approval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Item
Percent of 

Cases (%)

Patterns must be changed for bulk production

if clothing samples require correction.
56 ( 90.3)

TD must reconfirm after confirming grading

spec of bulk in the CAD department.
46 ( 74.2)

TD should request the revision and update if

spec requires correction.
62 (100.0)

Get PP sample (pre-production sample) con-

firmed.
48 ( 77.4)

TD must attach comments to the checklist

about warning on bulk production.
47 ( 75.8)

Others 14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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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ommunication method on fit stage with

buyer   (multiple response, n=61, Unit: person (%))

Item Percent of Cases (%)

E-mail 50 (82.0)

Telephone 1 ( 1.6)

Video conference 1 ( 1.6)

Discussion Thread (DT)

web-site system
17 (27.9)

Others 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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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었고, 기타에 ‘제시한 업무 중에 construction에

서 공장에서 벌크 진행 시보다 용이한 작업성이 바이어

와 상충할 경우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11) 입사 후 업무 관련 교육 실태 및 재교육 필요 부분

현재 벤더와 에이전트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 회

사와 바이어 브랜드로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Ta-

ble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받은

적이 없다’가 27명(43.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

다. 벤더와 에이전트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중에서 가

장 높은 빈도는 ‘패턴 수정 방법’(27.4%) > ‘봉제 교육’,

‘바이어별 업무 특성’(22.6%) > ‘피팅 기술’, ‘업무에 필

요한 영어 교육’(12.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팀

내 주간 미팅 등을 통해 핏 이슈가 된 케이스와 일반적

으로 많이 발생하는 핏 이슈에 대한 정보와 문제해결 방

안 공유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았고, 그

외에 ‘워싱 교육’과 ‘샘플을 견본으로 체크하게 한 후 개

별적으로 지도를 받는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바이어 브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교육

도 마찬가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가 32명(52.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벤더보다 교육 빈

도가 더 적었으며 ‘바이어별 업무 특성’(21.3%) > ‘피팅

기술’(14.8%) > ‘패턴 수정 방법’(11.5%) > ‘봉제 교육’,

‘제품 검품’(4.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새로운 프

로세스에 관한 라이브 미팅’, ‘샘플 프로세스’, ‘3D CAD

나 3D 프로그램’, ‘브랜드 기준(standard) 소개 및 활용 방

법 교육(brand concept 소개, 프로세스, 특징 소개, basic

block, grading standard, focus on fit)’ 등 바이어별로 업

무 특성과 관련해 보다 좋은 의류 품질 향상을 위한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23>에서 테크니컬 디자이너로서 근무하

면서 업무 관련 재교육 필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봉

제 교육’(64.5%)과 ‘패턴 수정 방법’(61.3%)에 대한 재

교육이 절반 이상의 현직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도 요

구되었으며, 다음으로 ‘소재 교육’(32.3%) > ‘피팅 기술’

(24.2%) > ‘업무에 필요한 영어 교육’(22.6%) 순으로 나

타났다. 특히 패턴 수정 방법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 가운데는 ‘패턴사에게 패턴 수정에 대한 지

시가 필요할 경우 패턴사보다 패턴 지식이 떨어지면 수

정을 해 볼 기회가 상실되거나 업무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패턴 캐드(CAD)’, ‘그레이딩’, ‘현장 생산 진

행 과정’, ‘패턴 수정이 아닌 기본 패턴 교육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나왔다. 이처럼 현직 테크니컬 디자이너들도

패턴 수정 방법이나 봉제, 피팅 기술, 업무에 필요한 영

어 등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업무에서 이러한 능력이 많이 필

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기 때문

에 현직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들도 이 부문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Fit Balance에 대한 견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가장 주된 업무는 정확하고 효

율적인 피팅을 통해 핏 단계를 줄이고 전체 업무의 리

드타임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24>는 현재

Table 23. Education at the vendor or agent and buyer brand company & Reeducation needed part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Item
Vendor or Agent (n=62) Buyer brand (n=61) Reeducation needed part

Percent of Cases (%)

None 27 (43.5) 32 (52.5)  1 ( 1.6)

Fitting Technic 8 (12.9) 9 (14.8) 15 (24.2)

Pattern correction method 17 (27.4) 7 (11.5) 38 (61.3)

Textile education 5 ( 8.1) 1 ( 1.6) 20 (32.3)

Sewing education 14 (22.6) 3 ( 4.9) 40 (64.5)

Quality control  2 ( 3.2)  3 ( 4.9)  4 ( 6.5)

English education needed for work 8 (12.9) 0 ( 0.0) 14 (22.6)

Job character per buyers

Working method with buyers

 14 (22.6)  13 (21.3)

8 (12.9)

Others  8 (12.9)  13 (21.3)  5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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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좋은 피팅이라고 평가하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

다. ‘전체적으로 드레그 라인이 생기지 않을 때’, ‘옷의

옆선이 바디 옆선과 평행할 때’(57명, 91.9%) > ‘밑단이

바닥과 수평이 유지될 때’, ‘라이브 모델이 입었을 때, 당

김 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맞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 어떠

한 꼬임이나 하이킹 없이 옷이 자연스럽게 놓여질 때’

(55명, 88.7%)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이 전체 조

사대상자들에게 80% 이상 좋은 피팅의 요건에 해당한다

고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디자인 의도대로 샘플

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이 많았는데, 디자인 의도와 맞게 원단이 적절히 사용되

었는지, 핏의 느낌이 적절한지, 디자인 포인트를 잘 살렸

는지, 스케치나 참고사진과 유사한 핏이 나왔는지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은 피팅의 요건이라

고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래 산업에서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국내 현직 벤더 및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

자이너 62명을 대상으로 경력, 교육 실태, 업무 특성 등

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경력은 ‘7년 이상’이 20명(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졸업

자 이상 57명(91.9%)으로 나타났다. 테크니컬 디자이

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1순위 ‘피팅 기술’, 2순위

‘패턴 수정 능력’, 3순위는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영어 능력’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업무에 있

어 제품 치수 측정은 ‘일일 4~6회’가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하루 평균 4회 이

상의 샘플 치수를 측정하고 있었다. 또한 측정 부위와 관

련된 담당 브랜드의 가이드는 대부분(98.4%)이 갖추어

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치수와 관련된 교육 유무

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전 회사’(46.8%), ‘현재

회사’(16.1%)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딩 편차를 작성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바이어 테

크니컬 디자이너’(87.1%)가 작성하고 있었으나, ‘벤더나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작성하는 경우도 16.1%

로 이들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핏

샘플이 평균적으로 진행되는 횟수는 ‘2차’가 33명(53.2%)

으로 가장 많았고, 핏 단계의 횟수는 바이어의 오더와 관

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피팅 기술로 진행 차수를 줄이

는 것이 중요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다. 핏 단계에서 바이

어와 피팅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순위

‘텍팩의 사진’, 2순위 ‘화상회의’ 방법으로 나타났고 ‘3D

가상 피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활용은 미

흡했다. 의복 치수 측정과 관련된 교육과 그레이딩, 피팅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벤더 및 에이전트와 바이어 브랜드로부터 테크

니컬 디자이너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교육받은 적

이 없다’가 벤더 및 에이전트(43.5%), 바이어(52.5%)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하지만 업무 관련 재교육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패턴 수정 방법’(61.3%)과 ‘봉제 교육’(64.5%)

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현직의 테크

니컬 디자이너들도 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나

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내의 벤더와 에이전트에서

근무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경우 테크니컬 디자인

의 업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

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실무 경력이 쌓인 경력자들

도 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ble 24. Requirements of good fitting     (multiple response, n=62, Unit: person (%))

Item Percent of Cases (%)

When shoulder seam forward is rightly positioned 53 (85.5)

When Drag Line does not appear in total 57 (91.9)

When gapping at armhole does not appear 50 (80.6)

When side seam of clothes are parallel to body side seam 57 (91.9)

When the hem is straight and parallel to the floor 55 (88.7)

When sleeve clings to the center of an arm 51 (82.3)

When a live model puts on clothes and it fits naturally without stretching, twist, or hiking 55 (88.7)

Others 1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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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벤더(Vendor)와 에이전트(Agent)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59

기존의 테크니컬 디자인의 고유 영역인 샘플 치수 측정,

샘플 피팅, 패턴 수정,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외에

그레이딩 편차를 작성하는 업무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

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테크니

컬 디자인 관련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교육 프로

그램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향후 연구로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모

델 제안을 위해 국내 ·외 교육 현황과 국내 내수 브랜

드에 테크니컬 디자이너 업무 파악 및 앞으로의 업무

발전을 위한 3D 가상 피팅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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