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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elected 81 universities (39.1%) for research and close analysis to analyze the current availability of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at four-year domestic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curriculum is currently composed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that continue to be devel-

oped in diverse areas of study. Despite having classes with underl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search

shows that the course curriculum is constructed systematically with both theory and practice at each stage.

Distribution of curriculum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were organized and analyzed by similar cour-

ses in 4 larger groupings and 9 sub-groups. Analysis of the large groupings showed that sewing courses

(19.8%), pattern development courses (41.0%), advanced sewing courses (14.1%), and miscellaneous courses

(26.1%) were established. Analysis of the sub-groups showed that basic theory and sewing courses (3.6%),

sewing courses (16.1%), flat pattern courses (17.9%), draping pattern courses (14.6%), pattern CAD courses

(7.3%), tailoring and advanced sewing courses (8.5%), scientific sewing and apparel production processing

courses (1.4%), special sewing courses (3.9%), and miscellaneous and new subject courses (26.1%) were

established. Overal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distribution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pattern develop-

ment (39.9%), miscellaneous & new subject (26.1%), basic theory and sewing (19.8%), and advanced sewing

(14.0%). Field analysis from various angles indicates that pattern development, new subject courses, and

miscellaneous courses had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than other major courses. From this it can be infer-

red that this trend is an effort to develop individuals to adapt to a rapidly changing fashion industry and

environment. The composition of courses also shows great advancement towards diversification and course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still insufficient exchange between industrial and education sites. As active

exchange continue to be demanded,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new subject courses and titles of such studies

have become unclear and have reache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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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의류제품 생산방식은 다양한 공정에 디지털 패

션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생산 공정과정의 급격한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정들은 새로운 생

산방식과 직종을 생성케 하는 것은 물론 공정들에 대한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다양한 공

정들에 대한 역량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폭넓은 학

문영역을 포괄적으로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

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은 패션산업 환경변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에 반영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신설

하여 기존과목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는 의류제품 생산 환경이 일국을 넘어 세계적인 규모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인재육성에 대한 재

점검과 교육을 어떻게 변모하고 진화해 나아갈 것인지

에 대한 숙고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패션디지털 산업은 제품

생산 분야에서 다양한 공정개발과 함께 첨단화를 이루

고 있으며, 이제 패션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도는 의

류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렇게 제품생산 공정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생산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

간은 이전보다 훨씬 확장되어 전 세계가 생산기지로 발

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화된 의류제

품 생산 환경은 다양한 문제를 능률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전문적인 이해와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생산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패션교육 관련 세부 분야들은 교육방

향을 고민하고 연구 ·수행하는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Ju et al., 2011)에서는

제품생산 분야에 속하는 전국 대학 구성분야 교육과목

비율이 패션디자인(36.2%) 다음으로 구성분야(20.4%)가

높은 편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ha

et al.(2008)은 전체 패션 관련학 분야의 전공교과과정을

연구하였고, Lee and Park(2007)과 Han et al.(2011)은

섬유패션마케팅 교육과정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간 비

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Jung(2009)는 패션 소매 경

영 커리큘럼에 대해 연구하였고, Shin(2001)은 패션머천

다이저의 직무분석을 연구하였다. Cho(2010)는 패션디

자인 교육에 관해서 연구하였으며, Park(2005)는 부산

지역의 패션디자인교육 현황에 관해 연구하였다. Kim

(2008)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교육과정을 연구하였고,

의류소재에 관해서는 Ju et al.(2011)의 의류소재에 관련

된 교육과정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Oh and Ryu

(2015)은 직물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3D 의류 CAD 시

스템으로 제작된 가상 의상의 표현력에 관한 연구를 하

였고, Kim(2000)는 의류섬유의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도를 연구 ·수행하였다. 이렇게 패션 관련 각 분

야들은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복

구성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CAD(Choi, 1993; Choi et

al., 2004; Kim & Lee, 1999; Lee, 2004, 2005) 및 패턴

(Jo, 1992; Lee & Han, 1999)의 의류생산 자동화 등에 관

한 연구와 Lee(2005)는 CAD 교육의 성공요인을 비교 ·

분석(한국, 일본, 독일, 미국)하였다. 그리고 Hong and

Lee(2011)의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생산 공정에 패션테크놀로지가

접목된 공정과정의 다양한 제작기법이나 단계별 복잡한

제작기법 등 첨단을 이루고 있는 공정과정을 살펴볼 때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생산에 다각적으로 패션테크놀

로지를 반영하여 제품을 생산해내고 실정이다. 그러므

로 산업현장의 생산 기법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활용

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수정 ·보완을 통해 현장

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활발한 교

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교육과 산업이 지속

적으로 연계되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제

품생산 관련 과목인 의복구성분야 교과과정 현황을 다

각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제품생산 분야에서 필

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보완에 필

요한 기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에 편성되어 있는 패션 관

련 학과의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현황분석을 위해 4년제

대학 207개 중 패션 관련학(의상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류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고, 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

되어 있는 81개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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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시기는 2016년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방법은 패션 관련학(의상, 의류,

패션)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

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부의 학과정보, 교육인적

자원의 통계사이트(http://www.adiga.kr) 개별학과 찾기

서비스 및 WORKNET에서 학과정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과목 선정에서는 보편적인 교과목들과 의

복을 제작하기 위한 교과목들(인체와 의복, 의류생산 공

정, 봉제과학, 피복인간공학 등)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

여 수집하였고, 교과목명이 패션 관련학이어도 의류와 관

련이 없는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그리고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로 분류된 경우

에는 해당학과의 교과목 내용과 교육목표를 확인하여

그 내용이 의복구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분류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별로 분포를 이루고 있는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Hong and Lee(2011)를 참고

하여 행정구역(강원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 ·북도,

전라 남 ·북도, 경상 남 ·북도,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

산, 제주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교는 서

울에 있으나 해당학과가 지역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현

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그

리고 공시되어 있는 자료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학

과사무실에 문의하여 분류하였고, 의복구성분야 교과

목이 개발되어 신생교과목이나 수정 보완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기타/신생교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대학 패션 관련학과 의복구성분야의 수집된 교과

과목 자료의 분류를 위해서는 의복구성분야 전공교수

2인과 보조연구원이 해당 자료를 함께 분류하였으며, 분

류된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의 기술통계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및 고찰

1. 전국 4년제 대학 의류패션 관련 학과 분포

전국 대학들의 패션 관련 학과 개설 ·분포현황을 조

사해본 결과, <Table 1>과 같이 전국에 4년제 대학이 전

체 207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고, 그 중 81개(39.1%)

대학이 패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

었다.

2. 4년제 대학 의류패션 관련 학과 지역별 비교

패션 관련 학과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행정

구역 단위(강원도,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전라도, 경

상도,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제주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서

울지역이 가장 높은 23.5%의 분포율을 보였고, 수도권

인 경기지역이 14.8%로 뒤를 이어 서울과 수도권의 분

포율 38.3%로 전체 1/3 이상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가 각각 24.7%와 12.4%의 분포

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국 13개 도와 시별 분포를 살펴

보면 서울(23.5%)>경기(14.8%)>충청도(12.4%)>경상도

(12.4%)>부산(11.1%)의 순으로 대체로 높은 분포를 보이

고 있었고, 전라도(7.4%), 대전(3.7%), 광주(4.9%), 울산

(1.2%), 대구(3.7%), 인천(2.5%), 제주도(1.2%), 강원도

(1.2%) 지역은 <Fig. 1>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

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 밀집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국내 4년제 대학 패션 관련 학과 교과목 분류

패션 관련 학과 교과목 분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인

Rha et al.(2008)을 기준으로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되어 있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표의 교육내용

을 참고하여 실태를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교과목이 새로 개설되었거나 기존교과목이 상

향 개정되어 편성된 교과목들은 기타/신생교과목으로 분

류하였다.

4. 의류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교과과목 개

설의 지역별 비교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지역별 분포비교는 행정구역 단

위(강원도,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대

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제주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분포 7.7%로 집계되었으며,

평균분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서울

(24.9%)>경기(14.9%)>충청도(12.8%)>경상도(11.1%)>

부산(10.7%)>전라도(8.6%) 순으로 <Fig. 2>와 같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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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의 지역들은 평균을 밑도는 지역

으로 강원도(1.4%), 인천(2.0%), 대전(3.4%), 광주(5.5%),

울산(0.9%), 대구(3.0%), 제주도(1.6%) 지역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과목 개설에서

Fig. 1. Comparison of 4-year university clothing/fashion relate departments by region.

Table 2. Domestic 4-year university fashion related course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subject
Specific

1 Costume history Costume history, costume culture, aesthetics-related classes, et al.

2 Design

Interdisciplinary

program

Fabric design Dyeing, craft, fabric design, et al.

Design application
Art & creative design-related class except fashion,

fashion styling, fashion coordination, et al.

CAD Design CAD

Primary subjects Design theory, chromatology, design & fundamental molding classes, et al.

Intensive major course Workshop, collection analysis, portfolio, et al.

3
Apparel

construction

Body type-related field

Sewing

Pattern development
Flat pattern

Western clothing

Hanbok

Draping

Pattern CAD

Clothing for special needs Men's wear, dress, clothing for th disabled, functional clothing, et al.

4 Illustration Drawing, body drawing, model drawing, fashion illustration, et al.

5 Fashion marketing

Marketing-related field
Psychology of clothing, basic marketing theory,

promotion, et al.

Business, founding-related field

Merchandising-related field
Display, apparel product evaluation, VMD,

fashion production processing, et al.

6 Apparel fiber science Clothing science such as clothing management and clothing material, material science, et al.

7 Miscellaneous Field training, case investigation·project, field study, school-work link program, technical design, et al.

Table 1. Distribution of 4-year domestic clothing/fashion related departments nationwide

Classification Number of universities Percentage

All university nationwide 207 100.0

University offering clothing department 81 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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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과개설과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밀집현상을 보

이고 있었다.

5. 의류패션 관련 학과 소속계열의 대학 및 단과

대학/학부, 학과의 수

의류패션 관련 학과의 소속계열과 단과대학 및 학부,

학과의 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예술계는 단과대학 18개

(51.4%), 대학 44개(54.3%), 학과 20개(51.3%)였고, 자연

과학계는 단과대학 1개(2.9%), 대학 8개(9.9%), 학과 4개

(10.3%)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인문사회계는 단과대학

3개(8.6%), 대학 3개(3.7%), 학과 2개(5.1%)와 생활과학

계는 단과대학 9개(25.7%), 대학 22개(27.2%), 학과 9개

(23.1%)로 편성되었으며 기타군은 단과대학 4개(11.4%),

대학 4개(4.9%), 학과 4개(10.3%)로 <Fig. 3>과 같이 분

석되었다. 그러므로 패션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예술계>생활과학계>자연과학계>인문사회

계로 분석되었고, 단과대학 및 학부의 수는 예술계>생

활과학계>인문사회계>자연과학계로 분석되었으며, 학

과의 수는 예술계>생활과학계>자연계>인문사회계 순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계열 및 학부와 학과들 모두가 창

의력과 예술을 지향하는 교육방향임을 강조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다.

6. 소속단과대학 계열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

성분포

단과대학 계열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분포는 선

행연구(Ju et al., 2011; Rha et al., 2008)를 참고하여 예술

(Art), 자연과학(Nature science), 인문/문화(Humanities/

Culture), 기타(Miscellaneous)와 같이 5개 계열로 분류하

였다. 예술계열은 예술, 디자인, 미술, 패션대학 등 유사

Fig. 2. Comparison of clothing/fashion related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by region.

Fig. 3. Number of universities, colleges, departments, and majors with clothing/fashio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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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들로 편성하였고, 자연과학계열은 자연과학, 자

연, 이과, 이공대학이 포함하였으며, 인문/문화계열은 인

문예술, 인문사회과학, 문화 ·관광대학, 그리고 생활과학

계열은 생활과학, 생활환경대학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

과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은 자연과학계(28.1%)>생활과

학계(25.1%)>예술계(24.8%)>기타(22.6%)>인문사회계

(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포율보다 높게 나타

난 계열은 자연과학계열로 <Fig. 4>와 같이 다른 계열의

단과대학들보다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7. 패션 관련 학과 전체 교과목 전공/군별 편성분포

패션 관련 학과 전체 교과목이 전공/군별로 개설분포

되어 있는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인 Rha et al.

(2008)은 교과목을 세부로 분류한 후 다시 의류학과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 군으로 분석한 것을 참

고하여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의류학과군은

의류학과, 의류패션학과, 의류환경학과로 분류하였고, 패

션디자인학과군은 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 의상학과, 의

류디자인 전공으로 분류하였다.

패션산업학과군은 패션산업, 패션마케팅, 의류상품, 의

류패션산업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패션디자인학과

군(53.3%)>의류학과군(32.5%)>패션산업학과군(14.2%)

순으로 <Table 3>과 같이 패션디자인학과군이 가장 높

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전공교과목의 평균분

포가 33.3%임을 고려해 볼 때 예술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교육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8. 소속계열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분포

소속계열의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분포를 살펴본

결과 의류학 계열 279개 교과목(26.7%), 패션디자인계

열 415개 교과목(24.2%), 패션산업계열 109개 교과목

(23.8%)의 편성분포로 3개 군 모두 높은 비율로 집계되

었다(Table 4). 이는 세 개의 계열 모두 의복구성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교과목 편성에서 나타내고 있다.

9. 의류패션 관련 학과 ·전공 ·군별 의복구성분야

세부 교과목 편성분포

패션 관련 학과의 의복구성분야 세부 교과목을 의류

Fig. 4. The status of distribution of clothing construction courses by affiliated colleges.

Table 3. The organizational distribution of overall fashion department related courses by major/group

Department classification Clothing Fashion design Fashion Business Total

Percentage of clothing department classes (%) 32.5 53.3 14.2 100.0

Table 4. The organizational distribution of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by affiliated colleges

Department classification Total Clothing construction filed Percentage of clothing construction field (%)

Clothing 1,045 279 26.7

Fashion design 1,712 415 24.2

Fashion business 458 10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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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3개 군으로 분류하

여 소속계열군의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의

류학과군은(체형 3.9%, 봉제 12.9%, 서양복 23.6%, 한복

11.1%, 입체 12.9%, CAD 8.2%, 특수복 3.5%, 기타/신생

교과목 23.6%) 편성되었고, 패션디자인학과군은(체형

0.7%, 봉제 15.4%, 서양복 24.5%, 한복 5.0%, 입체 17.1%,

CAD 6.9%, 특수복 3.3%, 기타/신생교과목 26.7%), 패션

산업학과군은(체형 3.6%, 봉제11.0%, 서양복 17.4%, 한

복 13.7%, 입체 10.0%, CAD 7.3%, 특수복 1.8%, 기타/신

생교과목 34.8%)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율이 <Fig.

5>와 같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특이한 사항은 3개 군

모두에서 신생교과목을 포함한 기타교과목 편성비율이

의류학과(23.6%), 패션디자인학과(26.7%), 패션산업학

과(34.8%)로 다른 교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비

율로 집계되었다.

10. 패션 관련학 전체 전공교과목과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비교

전국 81개 대학의 전체 전공과목과 의복구성분야 교

과목 편성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7개의

전공분야 교과목 수가 3,217개(100.0%)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중 타 전공 세부 교과목 수는 2,414개(75.0%)로

편성분포를 이루고 있었고,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 수

가 803개(25.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 3,217개

(100.0%) 교과목 중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수가 803개

(25.0%)로 높은 편성분포율을 나타내고 있다(Table 5).

11. 의류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그

룹별 분류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 그룹별 편성분포는 선행연구

(Hong & Lee, 2011)를 참고하여 유사한 내용의 과목명

끼리 4개의 그룹(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Pattern

development, Advanced apparel production, Miscellane-

ous/New classes)과 9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Ta-

ble 6). 세부 그룹은 <Table 6>과 같이 기초이론 및 기초

봉제(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는 기초이론 ·기초

봉제와 봉제(Theory & sewing, sewing)로 분류하고, 패

턴개발(Pattern development)은 평면패턴(Flat pattern), 입

체패턴(Draping), 패턴CAD(Pattern CAD)로 분류하였다.

고급봉제(Advanced apparel production)는 테일러링(Tai-

Fig. 5. The organization distribution of sub-grouping courses by clothing/fashion related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major, and group.

Table 5. Comparison of all fashion related department majors' courses and composition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Clothing construction field classes Other classes in major Total

Number 803 2,414 3,217

Percentage (%) 25.0 75.0 100.0



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 현황분석-국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 249 –

loring), 의류생산공정(Apparel production processing), 특

수봉제(Clothing for special need)로 분류하였다.

<Table 6>과 같이 그룹별로 분류된 의복구성분야 교과

목들은 기초봉제, 패턴개발, 고급봉제, 기타로 네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기초봉제 교과목은 159개(19.8%) 교과목

의 분포율을 보였고, 패턴개발 교과목은 321개(39.9%),

고급봉제 교과목은 113개(14.0%), 기타교과목은 210개

(26.1%)의 분포율을 나타내었다(Fig. 6).

12. 의류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세부 교과

목 그룹별 분류

의류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세부 교과목 분포현

황은 기초이론 및 기초봉제가 29개(3.6%)로 편성되었고,

봉제 130개(16.1%), 패턴개발은 평면패턴 144개(17.9%),

입체패턴 118개(14.6%), 패턴CAD 59개(7.3%)의 분포로

편성되었다(Table 6). 고급봉제는 테일러링 및 고급봉제

69개(8.5%), 봉제과학 및 의류생산 공정이 12개(1.4%),

특수봉제 32개(3.9%)로 편성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

타/신생교과목들은 210개(26.1%)로 <Fig. 7>과 같이 편

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인 편성분포의

분석결과는 패턴개발(39.9%)>기타/신생교과목(26.1%)

>기초이론 및 기초봉제(19.8%)>고급봉제(14.0%) 순으로

분석되었다. 봉제와 패턴개발그룹(평면패턴, 입체패턴,

패턴CAD)과 기타/신생교과목이 다른 그룹보다 높은 비

율로 집계되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류패션 환

경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보완의

노력이라고 평가된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clothing/fashion related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by group

Classification of classes Name of classes N (%)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Theory

& sewing,

sewing

Basic sewing, basic pattern design, basic clothing construction, principles

of clothing, basic sewing technology, sewing technology, fashion sewing,

fashion & ergonomics, introduction to sewing methods, fashion design &

construction, apparel making foundation, et al.

29 (03.6)

159 (19.8)

Apparel

production

Formation of western clothing, hanbok construction, Korean traditional

costume construction, basic Korean costume making, apparel construction

& practice, apparel construction, basic clothing construction, body & prin-

ciples of clothing construction, fashion practice, fashion & structure, et al.

130 (16.1)

Pattern

development

Flat pattern

Basic pattern, pattern making, pattern drafting, trend pattern making, flat

pattern development & making, flat pattern making, flat design, modeli-

sme, modelist, industrial pattern drafting, hanbok pattern development,

hanbok creation, et al.

144 (17.9)

321 (39.9)Draping

Basic fashion draping, draping1, draping2, fashion draping, creative drap-

ing, draping studio, advanced draping, weaving & knit design, knit design

practice, et al.

118 (14.6)

Pattern

CAD

Apparel CAD, computer pattern making, computer pattern design, pattern

CAD, fashion apparel CAD, digital pattern design, advanced fashion CAD

practice, pattern cad & technical design practice, CAD pattern making, et

al.

59 (07.3)

Advanced

apparel

production

Tailoring

Tailoring, tailoring technic, advanced pattern design, advanced apparel con-

struction, men's wear, men's wear pattern practice, menswear pattern dev-

elopment, et al.

69 (08.5)

113 (14.0)

Apparel

production

processing

Fashion product processing, apparel product manufacturing & managem-

ent, scientific sewing, apparel industry sewing, apparel manufacturing, ap-

parel production design, ready-made clothes analysis & production proce-

ssing, et al.

12 (01.4)

Clothing for

special need

Study of special costume, functional clothing, constructions for special co-

stume, wedding & dress making, performing art costume, stage costume,

functional clothing development, art wear, technical wear, et al.

32 (03.9)

Miscellaneous ·

New classes

Technical design, 3D, wearable computer design, digital clothing, study of graduation work,

graduation thesis, field practice, internship, apparel industry field exercise, et al.
21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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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개설교과목 수

의 분포

전국 4년제 대학 패션 관련 학과 의복구성분야 교과

목 개설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분포를 살펴보았

다. 교과목 개설분포는 2개의 교과목 개설에서 17개의

개설교과목 수로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Fig.

8>과 같이 2~3개의 교과목과 16개의 교과목을 개설하

고 있는 학과는 3개(3.7%)로 낮게 나타났고, 17개 교과

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1개(2.5%), 5개와 15개 교과

목을 개설한 학과는 6개(7.4%)이며, 9개와 14개 교과목

개설학과는 4개(9.9%)였다. 그리고 6개 교과목을 개설한

학과는 5개(6.2%), 13개 교과목을 개설학과는 6개(7.4%),

7개와 12개 교과목 개설학과는 14개(17.3%), 10개 교과

목 개설학과는 10개(12.4%)였다. 11개 교과목을 개설한

학과는 13개(16.1%)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또한 8개 교

과목을 개설한 학과는 14개(17.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7개 교과목을 개설한 학과

가 14개(17.28) 학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4개 교과목

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리고 그룹으로 살펴보면 7~12개 교과목 그룹이

62개(67.9%) 학과에서 구성분야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

었고, 이 그룹에 속하는 학과 수가 전국의 약 2/3 이상으

로 가장 높은 편성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다음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패션 관련 학과 중 39.1%

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81개교를 선정하여 의복구성분

야 교과목들의 현황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전국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 분포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국에 4년제 대학 207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

었고, 그중에 패션 관련 학과가 39.1%에 해당하는 81개

대학의 높은 편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대학교

Fig. 6. Classification of clothing/fashion related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by group.

Fig. 7. Distribution of clothing/fashion related sub-group cour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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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패션 관련 학과의 비중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패션 관련 학과의 지역별 분포는 행정구역 기

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서울(23.5%)이 가장 높은 분포율

을 보였고, 수도권인 경기(14.8%)과 서울이 전체의 1/3

이상(38.3%)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 밀집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패션 관련 학과 교과목 분류는 선행연구(Rha et

al., 2008)를 참고하였으며 신생교과목의 영역은 기타와

함께 같은 항목으로 조정 ·분류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

울(24.9%)과 경기(14.9%)이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강

원도(1.4%), 인천(2.0%), 대전(3.4%), 광주(5.5%), 울산

(0.9%), 대구(3.0%), 제주도(1.6%)는 대체로 낮은 분포율

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패션 관련 학과분류는 명칭에 따라 예술계, 자연

과학계, 인문사회계, 생활과학계,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각 소속계열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의 편성분포

율은 예술계열 단과대학 18개(51.4%), 대학 44개(54.3%)

와 학과 20개(51.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들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볼

때 창의력 있는 디자인과 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과학

적인 분석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을 교육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다섯째, 소속단과대학 계열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을

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대학, 생활과학대학,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과학계열(28.1%)과

생활과학계열(25.1%)에서 높은 분포비율을 나타냈으며,

예술계열, 기타, 인문/사회계열은 평균보다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평균편성분포율이 25.0%로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각 계열이 고른 편성분포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을 전공 ·군별(의류학과

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군)로 분류하여 분

석한 결과 패션디자인학과군(24.2%)이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고, 각 군의 의복구성분야 세부 교과목 분류에서

는 패턴교과목 비율이 의류학과(48.1%), 패션디자인학

과(46.6%), 패션산업학과(41.1%)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기타군의 교과목 분포율이 의류학과

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군 3개 군 모두에서

각각 23.6, 26.7, 34.8%의 높은 편성비율을 나타내고 있

었고,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비율은 전체 전공교과

목에서 평균 39.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패션산업 환경이 고도의

기술지식을 겸비한 인재요청을 반영한 교과목 연구 ·개

발과 발전하는 의류패션산업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각

고의 노력과 대처방안이라 사료된다.

일곱째,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 전공교과목이 총 3,217개

였고 그중에 전공교과목 수는 2414개(75.0%)와 의복구

성분야 교과목 수가 803개(25.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는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전체 패션 관련 학

과 교과과목의 약 1/4을 차지하는 분포이므로 의복구성

분야 교과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의복

구성분야 교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나

타내는 편성이었다.

여덟째, 의복구성분야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4개 그룹과 9개 세부 그룹으로 분류하여 교과

목을 분석하였다. 기초이론 및 기초봉제가 159개(19.8%),

Fig. 8. Distribution by numbers of fashion related courses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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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설계가 321개(41.0%)로 높은 편성비율을 보였고, 고

급봉제 113개(14.1%), 기타 210개(26.1%) 순으로 분석되

었다. 분석결과 동일한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발전 ·개발

되어 이론과 실기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사

한 교과목들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었고 난이도에 따

라서 단계별로 이론과 실기교과목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타(26.1%), 평면패턴(17.9%),

기초봉제(16.1%), 입체패턴(14.6%), 패턴CAD(7.3%), 봉

제(8.5%), 고급봉제(3.9%), 의류생산(1.4%)의 순으로 집

계되었다. 기타/신생교과목들은 다른 교과목과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봉제와

패턴그룹이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이 분

석되었다.

특히 패션산업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신생교과목들의

증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방안으로서 고무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아홉째, 전국 4년제 대학에 구성분야 교과목 개설분

포를 살펴본 결과 2개의 교과목 개설에서 17개의 교과

목 개설 수로 다양하게 집계되었다. 이들의 개별학과별

개설교과목 수의 분포에서는 8개 교과과목을 개설한 학

과 ·전공들이 14개(1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

고, 4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 ·전공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7개 이상 12개 교과목을 개설

하고 있는 학과 ·전공들이 62개(67.9%)로 집계되어 전체

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개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음을 반영한 교과목 편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특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개발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의복구성분야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발전 ·개발되어 이론과 실기교과목들로 구성

되어 있었으며,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교과목들이 단계

별로 이론과 실기교과목으로 적절하게 편성 ·분포되어

있음이 분석되었다. 특히 패션산업의 시대상황을 반영

한 신생교과목들의 증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로서 고무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되며, 발전하고 있는 산

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위한 바람직한 대처방안이라 사

료된다. 최근 의류제품 생산방식은 디지털 패션테크놀

로지의 접목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의류제품 개발과 공

정개발이 첨단화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디지털 테크

놀로지의 활용도는 의류산업 경쟁력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계는 첫째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

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특성화를 수립해야하

며, 둘째 IT를 접목한 의류제품 공정과정의 적극적인

교과목 개발과 교육기자재를 산업체와 일치하는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계는 고도로 발전하

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파악하여 산업과 교육현장의

연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인재양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재양성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교육계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활동적인 핵심인력을 양성

하여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성분야 교과목들이 매우 다양

하게 개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과 교육현장 간에 활발한 교류와 연

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신생교과

목들에 대한 분류기준과 적합한 학문명의 부재가 분석

의 한계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발전된 교과목 개

발과 내용을 위한 산 ·학 ·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활

발한 교류를 지향해 나아가는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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