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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lothing Department is a major field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 clothing related departments are located in Seoul (4 schools), Busan (2), Incheon (3), Daejeon (1), Ulsan

(1), Kangwondo (1), Kyungkido (1), Kyungsangbukdo (1) and Chungcheongbukdo (1). In these 15 speciali-

zed high schools, 92 classes of clothing departments are run by 72 clothing teachers with 2,459 students en-

rolled. The range of object of this study is 15 clothing related departm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their titles ar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Clothing Design, Clothing Art, Multi Fashion Design, Fashion

Textile Design, and Global Design. They were investigated by literature from previous research and educa-

tion statistics from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Websites such as ‘School Infor-

mation’, ‘portal site of Specialized High School’, ‘Ministry of Education-Education Statistics and Informa-

tion’ were also searched. The homepage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 clothing department were also in-

vestigated respectively. In this study, current scal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major courses, scale of tea-

chers of clothing major of clothing department of specialized high school were analyzed. In 2015, employ-

ment rate and college enroll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46.6% and 36.6% respectively, whereas

employment rate and college enrollment rate of clothing departments four specialized High Schools were

39.9% and 45.8% respectively. The number of major courses of clothing departments are 12-15, and the

main subjects of the curriculum were Fashion Design, Construction of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of

Korean Clothing, Textile Materials and Mangement and Computer Graphics. Major courses consist of 90-

108 weekly lesson-hours for 6 semesters. Thanks to government projects to encourage specialized high sch-

ool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has improved in areas of practice room equipment, industry connections,

field training, internship, and scholarship funds. However, despite government projects to encourage educa-

tion at specialized high schools, there is a need for a more flexible education system to enhance student cre-

ativity at specialized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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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산업사회로서 직

업세계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

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적

성과 흥미에 맞춰 진학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복잡해졌으며, 학교교육의 체제와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

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고등학교 유형을 분류하

면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포

함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기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특성화 고등

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 유형으로써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고 적성이 맞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인재양

성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육기관이다. 즉, 학생들

이 일찍부터 자신의 꿈을 찾아, 전문분야의 실질적 기술

이나 기능을 습득하여, 사회나 기업에 조기 진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im, 2010).

2014년의 섬유통계(Korean Federation of Textile Ind-

ustries,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섬유패션산업은 제

조업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인력

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은 원사, 직물, 염색가공, 패션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균

형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

달되어있다. 한편, 섬유패션제조업 뿐 아니라 가죽, 가방,

신발을 포함한 제조 및 도소매업, 염 ·안료도매업, 섬유

기계업, 신발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세탁업

등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국민 경제생활에 기

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고 실제 고용인력 점유율도 매

우 높다.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패션과 관

련된 많은 직종들이 생겨나고 많은 인력을 필요하게 되

었다.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뿐 아니라 고등

학교에서도 의상 관련 학과가 설치되었고 많은 학생들

이 이에 관심을 보이며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원

하고 있다(Yoo & Lee, 2014). 패션과 관련된 직업의 영

역은 매우 넓어, 학생들은 패션디자이너, 모델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패션머천다이저, 패션바이어, 패션디스

플레이어, 패션코디네이터, 텍스타일 디자이너, 패턴메

이커, 패션산업기사, 패션쇼 진행자, 패션잡지 기자 등

다양한 패션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는 의류산업의 발달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의상과 교

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요

구된다(Kim, 2010).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과

에서는 패션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분

야의 특성화와 전문성 및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60년대에 국가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실

업계 고등학교들은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거쳐 현

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화되어 왔다. 실업계 고등학

교에서 그 당시 많은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취학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학력 위주의 사회 분위

기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학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렇듯 실업계 고등학교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전

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

는 직업교육을 강화하였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12년 이후 모든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통

합되었고 특정 분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교마다 분

야를 정하여 각 분야를 집중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한 기능과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였

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는 5개 계열로 분류되어있으며

이 중 가사실업계열에는 의상과를 비롯하여 8개의 기준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Jang et al., 2011). 2015년 9월에 고

시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2019년도부터 적용)에는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며 섬유의류교과군에는

섬유과와 의류과 2개의 기준학과가 속하게 될 것이다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2015).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일찍부터 많은 정보를 접함으

로써 감각적 창의성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연령

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패션산업은 뛰어난 창의

력과 감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절실히 필

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의상교육은 대

체로 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어 창의력과 독창성을 개

발하기 위한 감성이 요구되는 의상패션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습득력이 좋은 고등학교에

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보편화하고 확대할 필요

가 있다. 2012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한 지원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대부분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각 특정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특성화 고등학

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에서 벗

어나 소규모,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며,「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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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법 시행령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

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2015)에 의해, 학

생선발, 교육과정, 교사활용, 납입금 등의 면에서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Kang & Park, 2008). 기존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

업, 해양, 가사, 실업계 등의 학교에서 각 분야를 특성화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계 고등학교와 비슷한 특성

을 지니고 있는 학교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특성화 고등

학교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

한 과목 개설을 통해 계열구분 없이 운영함으로써 학생

들 개인의 선택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실습실의

개선과 산업체 연계로 인해 전문적인 학습과 취업에 적

합한 환경을 갖추어 가고 있다(Yoo & Chung, 2010). 특

성화 고등학교 의상과는 교육내용이 전문화되고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향

상되면서 학력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대학

의 양적 팽창,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적 영향으로 졸

업 후 전문디자이너로서의 직업선택보다는 진학을 희망

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이다(Gong, 2011; Na, 2011).

우리 사회도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직업환경 변화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과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의 선정 및 선택비율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의 특

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

표되었고(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MEST], 2010),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육성과 지

원이 본격화되었다. Park et al.(2010)은 전문계 고졸 인력

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서 기초학력 향

상,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 취업기능 확대, 해외현장학

습 및 인턴십 지원, 수요자 중심 학교체제 개편 등을 제

시하였다. 이에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

교로 전환하여 2015년 현재 466개교에 이르고 있으며(Hi-

five, 2015) 조기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좋은 시설의 실습실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신인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교육과정과 목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보

고되어 있다(Cho, 2008; Kim, 2010; Lee, 2009; Yoo &

Chung, 2010;). Lee(2009)는 국내외 고등학교의 의상교육

을 비교하였고, Choi(2011)는 유럽과 우리나라 대학교에

서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Yoo and

Lee(2014)는 우리나라 의상 관련 전문계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대만 등과 비교, 연

구하여 보고하였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강화 전

략과 체제정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현 시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최근 자료

를 바탕으로 의상과의 현황과 교과과정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

련 학과들의 전문교과교육, 교사현황 등을 조사하고 패

션업계의 인재양성을 위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상에 대해 흥미와 적성을 가

지고 조기에 의상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

에게 졸업 후 실력있는 산업인력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실 있는

전문교과교육 운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과 교원양성기관인 대학에서 교육

받는 예비교사들에게 현장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및 범위

관련된 선행연구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에 공

시된 최근 자료들, 특성화 고등학교 포털사이트(http://

www.hifive.go.kr), 교육부 공식 블로그(Moeblog),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정보서비스인 교육통계연보(Ko-

rean Educational Developement Institute, 2015), 한국직

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 연구보고서, 국가

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go.kr) 자료 및 각 학

교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고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2015년 4월 현재 재학생이 있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세그루

패션디자인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예원여자고

등학교,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부평디자인고등학교, 유성생명과

학고등학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춘천한샘고등학교,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한림

디자인고등학교 등 15개 학교의 의상 관련 학과로 하였

으며, 연구의 내용은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과의 양적 현

황, 졸업 후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대학에서의 의상과

교원양성 현황,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들의 전

문교과목들을 조사, 검토하였다.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 전문교과목의 현행 이수시수에 대해서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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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어 신입생 선발을 중지한 예원여자고등학교와 유

성생명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 13개 학과에 대해 검

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에 대

해 ① 2015년도의 학교수와 학생수 등의 양적 변화와 학

과 폐지 현황 ② 취업률과 진학률의 현황 ③ 교원양성기

관인 대학에서의 의상과 교원양성의 현황 ④ 각 학과별

편성 전문교과목의 현황 ⑤ 전문교과목별 담당교사들

의 현황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I.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의

양적 현황

우리나라 의상과 교육은 개화기 이후 가정과에서 시작

되었다. 1886년 이화학당에서 가정과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는 15개 학교에서 의상과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58년「문교부령」제76호에 의해 가정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부터였고 이 교육과정

은 그 후 가사실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Yoon et al., 2004).

특성화 고등학교의 의상 관련 학과는 가사실업계에 속

해있으며 기준학과의 편제상 1차 교육과정(1958년)에서

는 재봉과로, 2차 교육과정(1963년)에서는 가정과로, 3차

(1971년)와 4차(1981년)에서는 의류과로, 5차(1992년)부

터 7차(1997년)까지는 의상과와 자수과로 운영되었으

며 2007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자수과가 폐지되고 의상

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의상과로 적용되고있다.

Yoo and Chung(2010)은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

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94년에는 5개 학교에서

의상과가 운영되었고 2009년에는 15개 학교로 늘어났으

며 전문계 고등학교에 의상과 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Table 1>은 학교알리미(Korea Education and Rese-

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2015)에 공시된 2015년

현재 의상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94년도에 5개 학교에 35개

학급의 의상과가 운영되었는데, 20여년간 증가되어 왔으

며 2013년도에는 16개 학교에서 101개 학급의 의상과가

운영되었고 전체 학생수는 2,868명이고 전공교사수는

105명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27명으로 보고되었

다(Yoo & Lee, 2014). 한편, 2009년 이후에 다수의 실업

계 고등학교의 명칭과 체제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5년 4월 현재, 의상 관

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수는 15개 학교이다. 이들

중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Yuseong Bio Science Techn-

ology High School, 2015) 패션디자인 전공은 2013년에

폐과되어 현재 3학년 학생들만 재학하고 있으며, 예원

여자고등학교(Yewon Girl's High School, 2015) 패션디

자인과는 2014년에 폐과되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

으며 2학년과 3학년에만 재학생이 있음을 유선으로 확

인하였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Seoul Design High Sch-

ool, 2015)는 2015년 패션액세서리디자인과를 신설하고

2학급 5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학과 명칭으로는 패

션디자인과가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의상디자인과, 의상

패션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패션섬유디자인과, 글

로벌패션과 등 다양하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예일디

자인고등학교(Yale Design High School, 2015), 예원여

자고등학교,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Busan Culture Girls'

High School, 2015), 한림디자인고등학교(Hanlim Art and

Design High School, 2015),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Gye-

ong Buk Domestic Science High School, 2015), 춘천한

샘고등학교(Chuncheon Hansaem High School, 2015) 등

은 패션디자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디자인고등학

교(Incheon Design High School, 2015) 섬유패션디자인

과는 학과명칭을 2014년도부터 패션디자인과로 변경하

였다.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Segeuru Fashion Des-

ign High School, 2013)는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디자인

고등학교로서 의상패션디자인과, 패션비즈니스과, 패션

제품디자인과의 3개과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생활과학

고등학교(Ulsan Vocational Home Economics High Sch-

ool, 2015)는 의상디자인과를,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Bupyeong Design Science High School, 2015)는 멀티패

션디자인과를,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Seongdong Glo-

bal Business High School, 2013)는 글로벌패션과를,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Ansan Design Culture High School,

2015)는 패션섬유디자인과를,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Yu-

seong Bio Science Technology High School, 2015) 패션

디자인 전공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천생활과학고등

학교(Incheon Practical Science High School, 2015) 의상

예술과는 2015년부터 패션스타일과로 학과 명칭을 변

경하였다.

2015년 2월 현재 개설되어있는 15개 전문계 고등학교

들 중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개 학교,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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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에 89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다음은 인천지역

으로 3개 학교, 18개 학급에 530명이 재학 중이다. 학과

단일 규모로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패션제품디

자인과(221명)와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의상디자인과

(195명)의 재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은 199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특성화 고등학교에 개설된 의상과의 학교와 학급수를 조

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의상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의 수와 학급수는 조사된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3년 101학급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

에는 15개 학교, 92학급으로 감소하였다. 유성생명과학

고등학교 패션디자인 전공과 예원여자고등학교 패션디

자인과는 폐과되었다. 부산의 예원여자고등학교(Yewon

Girl's High School, 2015)는 2016학년도부터 남녀공학인

부산예원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될 예정이다. 2016년도

에는 의상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수는 14개 학교로,

2017년도에는 13개 학교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

Table 1. The scale of clothing related departm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 in 2015

City

located
Names of School and Department

No. of

major

teachers

No. of

classes

No. of students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Total

Seoul

Seoul Design

High School

Dept. of Fashion Design
9

6 51 53 54 158

Dept. of Fashion Accessary Design 2 52 - - 52

Seodong Global Business High School / Dept. of Global Fashion 3 3 26 24 21 71

Segeuru Fashion

Design

High School

Dept. of Fashion business

8

6 52 50 46 148

Dept. of Fashion Merchandise Design 9 78 73 70 221

Dept. of Clothing Fashion Design 6 52 45 44 141

Yale Design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Design 4 6 52 51 50 153

Busan
Yewon Girls'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Design 1 4 - 31 45 76

Busan Culture Girls'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Design 3 4 - 48 49 97

Incheon

Incheon Practical Science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Style 7 6 61 58 56 175

Incheon Design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Design 8 6 62 56 60 178

Bupyeong Design Science High School /

Dept. of Multifashion Design
6 6 60 58 59 177

Dajeon
Yuseong Bio Science Technology High School /

Industrial Science(Major in Fashion Design)
1 1 - - 31 31

Ulsan Ulsan Living Science High School / Dept. of Clothing Design 7 6 68 65 62 195

Gangwon Chuncheon Hansaem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Design 9 6 56 54 55 165

Gyeonggi
Ansan Design Culture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 Textile Design
3 6 62 56 63 181

Gyeongbuk
Kyeongbuk Domestic Science High School /

Dept. of Fashion Design
2 3 27 25 25 77

Chungbuk Hanlim Art &Design High School / Fashion Design 3 6 57 50 56 163

Total 74 92 816 797 846 2459

From KERIS. (2015). http://www.schoolinfo.go.kr

Fig. 1.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 clo-

thing related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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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와 학생수도 1~2학급, 30~60명씩 감소될 것으로 보

인다. 2013년도에 폐과되어 재학생이 없는 경남공업고등

학교(Gyeongnam Technical High School, 2015) 패션디

자인 전공까지 감안하면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

련 학과가 연이어 감소하고 있어, Yoo and Chung(2010)

의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의 개설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 보고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상 관련 학과들의 폐과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강화전략과 관련해서, 빠르게 변

하는 패션산업체의 인력수요에 학교가 큰 부담을 갖고 있

어, 지식기반사회의 취업수요가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

보, 전산,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으

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5년 현재, 2,459명의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과에 재학 중이며, 전공교과 교사수는 74명으로, 학급수,

학생수, 교사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교사 1인당 담

당학생수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 관련

학과의 전문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는 의상 전공

자, 디자인공예 전공자들 뿐 아니라 인접과목교사들의 상

치나 과원교사들도 있으며 전문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운

영 각 학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

라서 <Fig. 1>에서의 교사수는 학교알리미에 나타난 가

사실업계 전문교과별 교원현황을 참고하여 나타낸 것

이다.

<Fig. 2>는 2002~2014년 동안에 교육부(Ministry of Edu-

cation, 2015a)에서 승인한 의상과 교원양성의 현황을 나

타낸 그림이다. 2004년 이후 교육부에서 허가하는 각 대

학교의 의상과의 교직이수 학생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

다. 특히, 2008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학과 정원의

30%였던 교직이수자 비율을 10%로 감소하였고 2012년

에는 일부 대학에 대해 5%로 감소토록 해서 현재에 이

르고 있으며 교직이수제를 폐지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

다. 이는 교직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교사

임용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의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의

상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대한 부담과 보다 높은 능력

을 요구하는 패션산업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2013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고등학교에

서의 교사충원의 감소와 맞물려 대학에서 교원양성의

정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과

의 신설과 폐지 등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교사채용과 유

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인

접과목의 상치교사들이나 기간제 전공교사, 산업겸임교

사 등을 활용하면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IV.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의

진로 현황

2008년도의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에 대한 만

족도와 인식 비교를 연구에서는 당시의 전문계 의상과

의 졸업 후 진학 희망 비율은 88.8%로 보고하였다(Cho,

2008). 학생들의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경우, 직업교육적

측면만 강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

생들이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의상과 교육이 연

결되어 흥미를 잃지 않고 대학 교육에 잘 정착할 수 있

도록 기초학력 교육 및 대학에서의 심화된 전공교육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Kim, 2010).

남들보다 빠른 취업을 원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원

하는 학생들이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지

만 고학력, 고학벌을 원하는 우리의 현실은 특성화 고

등학교 학생들도 취업보다는 진학에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공교육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

우 여전히 대학 입시의 한 발판으로써의 교육으로 자리

하기 쉬운 실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현실에서 취업강화

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Fig. 3>은 KEDI(Korean Educa-

tiona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업률과

진학률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2년 거의 비슷

하던 진학률과 취업률이 2010년에는 진학률 73.5%, 취업

률 19.2%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2010년 ‘직업교

Fig. 2. Changes in quota for clothing teachers’ trai-

ning course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

cation from 2002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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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선진화 방안’(MEST, 2010)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직

업교육의 현실을 전환하여 취업률을 40% 이상을 유지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과 지침, 평가를 실시하며 취업

률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습실의 개선과 전공교육 강화, 저소득

층 장학사업, 산업체 연계 인턴쉽 운영,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등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정책들 덕에, 2014년 취업률 44.2%, 2015년

46.6%를 나타내고 있어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가

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부 공식 블로그(Ministry of Education, 2015b)에 나타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2월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46.6%로 진학률보다 무려 10%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지침을 통한 취업강화정책의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에 취업

률 16.7%와 진학률 73.5%까지 벌어졌던 상황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비율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는 진학과 취업의 양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감당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중 교육현장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나 성과급에 반영되는 취업률로

인한 부담, 교사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등의 문제

점도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직

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대학 진학에 대한 요구는 정책과 지원으로 인한 취

업률 향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학생과 학부

모의 수요에 맞춰 대학 진학의 혜택을 늘리는 것 또한 해

결책이 될 수 없다. Kang and Park(2008)는 학생과 교사

들과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특성화 고

등학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교육과

정 충실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평가에 있어 취업률

뿐 아니라 동일계 진학률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Fig. 4>는 학교알리미에 2015년 4월자로 공시된 특성

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의 2014년도 2월 졸업생들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진학률은 45.8%,

취업률은 39.9%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

체 비율에 비해 취업률은 낮고 진학률은 높은 비율이다.

이렇듯 의상 관련 학과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패션산업

의 수요인력분야와 수준의 빠른 변화로 취업에 대한 부

담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 패션산업이 노동집

약적인 의류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유통 중심 산업으로

변화했으며, 의류무역회사들의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했

고, 온라인 패션산업으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봉제 위주

로 가르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과에서 이러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한편, 학교 간 취업률과 진학률은 편차가 매우 심하

게 나타났으며 취업률이 낮게는 19.4%, 높게는 75.6%였

다.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패션섬유디자인과는 전문교과 이수가 85시수로 오히려

낮은 편이었으며 패션디자인과 의류재료관리, 상업경제

와 컴퓨터그래픽을 위주로 편성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

과에 있는 서양의복구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봉제 위

주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

산문화여자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의 경우는 51명의 졸

업생 중 학업취업병행으로 진학률과 취업률에서 이중으

로 적용되므로 둘다 높게 산출되었다.

V.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별

전문교과목

학교알리미 사이트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5년

2월 현재 개설되어있는 15개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들의 운영교과목을 검토하였다. 현재 패션디자인과

가 폐과되어 2~3학년에는 재학생이 있으나 2015년에 신

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예원여자고등학교와 유성생명과

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 13개 고등학교의 의상 관련 학과

전문교과목을 조사하였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세그루패

션디자인고등학교의 경우 3개 학과 중 패션비즈니스과

와 패션디자인제품과는 타 학교의 학과와 성향이 차이가

있어 의상패션디자인과의 교과목에 대해 타 학교 의상 관

Fig. 3. Trends in employment rate and college enroll-

ment rat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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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학과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고취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24시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

력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생활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 운

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Korea Foundation for the Adv-

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5) 교과목은 모든

학교의 매 학년에 편성되어있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

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

적 체험활동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아니므로 교과목

내용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특성화 고등학교 6학기 동안 이수

해야할 기준 이수단위는 보통교과 65시수, 전문교과 86시

수이며 43:57로 전문교과를 많이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교과목을 비교한 13개 학과들의 편성교과는

대부분 보통교과 75~85시수를, 전문교과는 90시수 이상

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문교과의 비율은 52~62%로 보

통교과에 비해 많았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교과를

통해 특성화가 이루어지므로 전문교과의 비중이 보통교

과보다 많이 편성토록 되어있으며 이는 각 전문분야의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

상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높은 진학률에서 보여주듯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

는데, 보통교과의 부족은 계속교육을 위한 기초학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교육수요자의 불만이 나타

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비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

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Park et al., 2010).

<Fig. 5>는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 13개 학

과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교과목을 검토하여

각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학과의 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전문교과목 종류는 12~15과목이

었으며 1학년보다는 2, 3학년에 많이 배정되어 있었다.

패션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 과목은 조사대상인 13개 학

과 모두의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었다. 서양의복구성

과 의류재료관리는 12개 학교에서, 한국의복구성은 10개

학과에서 전문교과목으로 각각 채택해서 교육하고 있었

다. 패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서양의복구성, 의류재료

관리, 한국의복구성 5과목은 학교마다 가장 많은 시수를

배정하고 두 학년 또는 세 학년에 걸쳐 기초와 심화과정

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션CAD, 자수와 편

물(니트) 과목은 5개 학과에서, 염색가공은 4개 학과에

서 각각 전문교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패션스타일

리스트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 춘

천한샘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와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 195 –

Fig. 4. Employment rate and college enrollment rate of clothing departments at specialized high schools.



196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1, 2016

패션스타일과에서 2015년부터 새로이 편성되었고, 디스

플레이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 춘

천한샘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

교 패션섬유디자인과 등 3개 학과의 전문교과에 편성되

어 있다. 머천다이징 과목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글

로벌패션과와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패션스타일과의

2개 학과에서 편성하고 있다. 그외에도 학과의 특성에 따

라 일러스트레이션, 코디네이션, 발상과 표현 등의 교과

목들이 편성되어 있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

관련 교과목 들을 전문교과로 편성해서 가르치고 있는

학과가 6개 학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취업 시 필요한 전

공인접과목으로,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산업의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과마다 공통필

수 또는 계열필수 교과목 2과목씩을 지정하고 있는데,

컴퓨터일반, 디자인일반,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

이해 등이다.

<Fig. 6>은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주요 전문교과목인

서양의복구성, 한국의복구성, 패션디자인, 의류재료관

리, 컴퓨터그래픽에 대해 13개 학과의 주당 수업시수의

총합을 비교해 본 그림이다. 서양의복구성이 285시간

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이 패션

디자인 과목이 194시수로 나타났다. 13개 학과 평균으

로 계산해 보면 서양의복구성은 6학기 동안 학기마다

한 주에 평균 3.7시간을 수업하는 셈이고 패션디자인

과목은 2.5시간을 수업하는 셈이이다. 이와 같이 각 학

교들마다 편성된 전문교과목이 비슷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산업체 인사를 활용하거나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 산업체 요구와

연계되지 못하고 과거의 교과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교과의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은

– 196 –

Fig. 5. Operation of Subjects in clothing related departm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Fig. 6. Total of class-hours a week for 13 departm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on main majo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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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찬이 활발하지 못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성 문제

는 교육청이 학교 개별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각

학과가 추구하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려 해도 교과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과서 편찬까지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업

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

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2019년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를 추진

하고 있다(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015).

VI.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별

전문교과목 교원 현황

전공교사의 현황도 역시 재학생은 있으나 폐지된 예

원여자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와 유성생명과학고등학

교 패션디자인 전공을 제외하고 13개 학과 72명 교사

들의 담당과목 분포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알리미에

2015년 4월 현재 공시된 과목별 교원 현황을 보면 서양

의복구성과 패션디자인 과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Fig. 7>은 학교알리미에 나타난 가사실업계 전문교과

별 교원 현황을 참고하여, 의상 관련 학과의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과목 분포와 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72명의 교사들의 담당교과는 서양의복구성과 패션디자

인 담당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Fig. 6>에서 나타냈듯이 수업시수가 가장 많

기 때문이고 그 외에 한국의복구성, 컴퓨터그래픽, 의류

재료관리, 디스플레이 순이며 이는 수업시수가 많은 순

서와 일치했다. 그 외에 각 학교의 전문교과특성에 따라

염색가공, 코디네이션, 패턴디자인 분야가 각각 1명씩

이었다.

의상 관련 학과의 전문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는 표시과목이 의상과인 전공교사들 뿐 아니라 디자인

공예 전공교사나 상업이나 공업같은 인접과목을 전공

한 상치교사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연수를 거친 타 과목

과원교사들에 의해 이뤄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전문교

과교원의 수급은 각 학교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관건은 교원의 전문성의 확보이다. 기존 교사들

은 교과과정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되 교

직경력에 따라 차별화된 연수과정의 실시하도록 하고

상치교사나 과목별 과원교사의 의상과 담당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 부전공 연수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

며 담당과목의 선정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Park

et al.(2010)은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현장체험활동 위

주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를 위해서 현장연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교원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 인력개발 프로

그램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현재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의 비중이 60% 정도의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면 실습 위주의 수업과 진로 및 취

업지도에 대한 업무 등이 과중하므로 보다 내실있는 교

육을 위해서는 전공교사들의 지속적인 충원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충원은 학교마다 큰 부담을

안고있는 문제로, 각 학교별 현황, 특성화 고등학교 의상

관련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변화, 인구 감소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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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ber of teachers in charge of major subjects in clothing related departments at specialized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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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수적 팽창으로 인해 낮아진 대학 문턱, 내실있는 대

학 교육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

안이다.

VI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패션과 관

련된 많은 직종들이 생겨나고 많은 인력을 필요하게 되

었다.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

교에서도 의상 관련 학과가 설치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며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모든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

교로 통합되었고 특정 분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교

마다 분야를 정하여 각 분야를 집중교육하도록 함으로

써 우수한 기능과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자 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교

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2013년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하던 의상 관련 학과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

업강화전략으로 경남공업고등학교, 예원여자고등학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등에서 의상 관련 학과가 폐과

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취업수요가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패션산업체의 인력수요에는 더욱 더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있다. 더욱이 2019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에 의하면,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며 의상 관련 학과

들은 섬유의류교과군에 속해서 섬유과와 의류과 2개의

기준학과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로 대

비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이후 교육부에서 허가하는 각 대학교의 의상

과의 교직이수 학생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학과 정원의 30%였

던 교직이수자 비율을 10%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일부 대학은 5%로 감소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직이수제

를 폐지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

소와 학과의 신설과 폐지 등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교사

채용과 유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인접과목의 상치교사

들이나 기간제 전공교사, 산업겸임교사, 과원교사 등을

활용하면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취업률 4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지침, 평가를 실시하며 취업률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15년 2월 특성화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들의 취

업률이 46.6%로 진학률보다 무려 10%나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지침을 통한 취업강화

정책의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의상 관련 학

과의 대학 진학률은 45.8%, 취업률은 39.9%로 나타났으

며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체 비율에 비해 취업률은 낮

고 진학률은 높은 비율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은

취업지도와 진학지도의 양면 진로지도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갖고 있으며, 취업률만을 강조하는 무리한

평가는 여전히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 취업 후 불만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정체성을 재정

립하고 자율성의 설립취지를 살려 취업률과 더불어 동

일계 진학률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특성화 고등학교 6학기 동안 이수

해야 할 기준 이수단위는 보통교과 65시수, 전문교과 86시

수이다. 의상 관련 학과들의 편성교과는 대부분 보통교

과 75~85시수를, 전문교과는 90시수 이상을 운영하고 있

었으며 전문교과의 비율은 52~62%로 보통교과에 비해

많았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교과를 통해 특성화가 이

루어지므로 전문교과의 비중이 보통교과보다 많이 편성

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상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높은

진학률에서 보여주듯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

히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는데, 보통교과의 부족은 계속

교육을 위한 기초학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교

육수요자의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비중

을 자세히 검토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전문교과목 종류는 12~15과목

이었으며 1학년보다는 2, 3학년에 많이 배정되어 있었

다. 패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서양의복구성, 의류재료

관리, 한국의복구성 5과목은 학교마다 가장 많은 시수를

배정하고 두 학년 또는 세 학년에 걸쳐 기초와 심화과정

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각 학교들

마다 과목선택의 폭이 좁고 편성된 전문교과목이 비슷

한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율적 교과서 편찬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편찬이 활발하지 못해 국정교

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산업체 요구와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상 관련 학과의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72명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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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서양의복구성과 패션디자인

을 담당하는 교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성

화 고등학교 전문교과교원의 수급은 각 학교상황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상 관련 학과의 전문교과를 가르

치는 교사들 중에는 표시과목이 의상과인 전공교사들

뿐 아니라 디자인공예 전공교사나 상업, 공업같은 인접

과목을 전공한 상치교사, 과원교사들에 의해 이뤄지기

도 한다. 교원의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변

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되 교직경력에 따라

차별화해서 실시하도록하고 상치교사나 과목별 과원교

사의 의상과 전문교과담당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

부전공 연수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과목의

선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강화해야 하고, 산업체 인력개발 프로그램

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재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의 비중이 60% 정도

의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면 실습 위주의 수업과 진로 및

취업지도에 대한 업무 등이 과중하므로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교사들의 지속적인 충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충원은 학교마다 큰 부

담을 안고 있는 문제로, 각 학교별 현황, 특성화 고등학

교 의상 관련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변화, 인구

감소와 대학의 수적 팽창으로 인해 낮아진 대학 문턱,

내실있는 대학 교육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

단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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