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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practical need for a career experience program in the 
fashion major that is creative and responds to current method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fashion work experience program that combines digital 
technology and practical experience.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were as 
follows: fashion items and wearable devices were selected, the LED smart bag 
program was developed, and it was executed. A total of 123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after observation and oral 
evaluation. All of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LED smart bag processes of design 
ideation, material selection, production, and styling using an eco-bag (one of the 
fashion items and as an LED wearable device). As a result of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on a 5-point scale), most items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of 
4.39 points or more. The smart bag program was evaluated to increase interest based 
on the time allotted and the students’ level and to bolster their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the fashion major.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baseline to 
explore diversification of the fashion major work experience program, in order to 
create interest in the fashion major based on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Keywords: LED smart bag(LED 스마트 가방), wearable device(웨어러블 디바이스), 
work experience education(진로체험 교육), creative convergence(창의융
합)

I.� Introduction

21세기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스마트, 인공지능, 디지털이라는 수식어를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패션에서도 구글과 리바이스가 출시한 ‘커뮤터 

트러커 재킷(commuter trucker jacket)’,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첼(Lechal)’슈즈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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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품화된 스마트 의류 및 날씨에 따라 변화되는 

Forster Rohner의 ‘climate dress’ 등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스마트 웨어가 패션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미
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융합인

재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에

게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선택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 진로체험 교육

은 학생주도 및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에 가

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활동

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2015년 진로교육법의 시행은 청소년들

의 관심과 흥미를 촉진하는 체험 및 참여형 활동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

화뿐만 아니라 대학 연계로 이어져 보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에 학계에서도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및 그에 대

한 효과와 문제점, 영향 등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을 

토대로 한 관련 연구가 매우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Ahn, Chung, & Lee, 2014)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의 

해외 사례 분석, 교육과정 분석, 프로그램 사례, 평가 

방법 등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ou et al., 
2015).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

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직업을 탐색할 수 있으

며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 효능감, 직
업가치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디(Ahn et al., 2014).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에서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많은 사례

들을 접할 수 있다(H. C. Kim,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질적 변

화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동기’, ‘흥
미’와 같은 요인들이 더욱 중요시되며, 이러한 요인들

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창의’
와 ‘융합’과 같은 역량들의 원동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H. C. Kim, 2017).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

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사들은 학교 진로교육 활성

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 ‘전문성 있는 진로

교육 인력확보 및 역량제고’라고 답했다(Jang, 2021).
이렇듯 다양한 전공에서의 진로체험 활동이 필요

시되며 나아가 창의융합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토

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면

서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 결과에서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학생들의 반응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
제 각 전공에서 학생들이 체험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

체적인 내용과 그 유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패션전공 진로체험 교육에 관련된 연구

는 더욱 그러하다. 
K.-S. Kim(2017)은 자유학기제에서 의생활 영역의 

활동과 요구도, 연구에서 가정교과와 관련한 자유학

기제 활동 중 의생활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적은 것으

로 밝혔다. 의생활 영역은 비교적 실천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부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강조

하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Ahn et al.(2014)은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패션 관련 진로의식 성숙도가 참여 전과 참

여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밝히며, 패션 관련 

분야에 관련된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의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Jang and Cho(2019)는 인간

중심 가치사회와 인간 탐구를 기반으로 인문융합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시하였으나,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급변하는 현 시대에 부응하

고 보다 창의융합적인 패션전공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은 패션전공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패션전공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실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창의융합역량을 기초로 패션전

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패션전공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제공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Concept�and�understanding�of�wearable�devices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smart computer)라고도 

불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개념은 

1950년대 미국 MIT의 Media lab에서 최초로 시작되

어 그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스

마트 웨어(smart wear)를 위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

이스(wearable smart devices), 착용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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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able technology)로 발전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

바이스는 크게 웨어러블 컴퓨터 플랫폼, 입력 인터페

이스 기술, 출력 인터페이스 기술과 같은 IT 중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신체 신호측정 의류, 엔터테인

먼트 의류, 에너지발생 의류와 같은 의류 중심의 웨어

러블 디바이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Son, Kim, & 
Cho, 2008). 

21세기 패션이 IT와 결합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대 흐름 속에서 패션업계에서도 이미 웨어

러블 디바이스가 결합되어 상품화된 제품들이 출시되

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세계 최대의 인터넷기업 구

글과 청바지의 원조로 유명한 의류업체 리바이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재킷’은, 오른손으로 옷의 

왼소매를 살짝 만지면 호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조

작할 수 있다. <Fig. 1>과 같이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재킷이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어

야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이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성으로 착용감, 항시성, 사용

자 인터페이스, 안정성, 사회성의 다섯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Kang, 2015). 스마트 패션제품 개발 동

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안경, 모자, 워치, 가방, 재킷, 신발 등의 다양한 웨어

러블 아이템들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타나고 있으

며(Suh & Roh, 2015), 가까운 미래에는 피부 부착형

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Heo, Jo, & Park, 
2015).

구글과 리바이스가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

들을 공략하여 출시한 ‘커뮤터 트러커 재킷(commuter 
trucker jacket)’(Fig. 1),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인

도의 ‘리첼(Lechal)’(Fig. 2), 스와로브스키(Swarovski)
와 미스핏(Misfit)의 ‘샤인(Shine)’(Fig. 3)은 완벽한 액

세서리의 형태로, 움직임과 수면패턴을 추적하고 태

양열로 작동되어 배터리의 문제까지도 없앤 제품이

다. 이같이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스마트 웨어가 이

미 패션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Examples� of�wearable�devices�using� LEDs

국내외 웨어러블 디바이스 R&D 기술과 패션디자

인 융합사례 중 LED를 적용한 빛을 모티브로 하여 진

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Lee and Lee(2017)는 패션디

자이너와 공학엔지니어와의 협업 워크샵을 통해 LED
의 광원장치와 서보모터, 와이어 시스템 등의 동력장

치, 아두이노 제어장치로 빛과 형태변화 표현의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고 3종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Lee, Kim, and Lee(2016)는 일반적으로 다루기 용이

한 고휘도 LED, EL 와이어, 플랙서블 LED 등을 사용

하여 빛을 모티브로 한 가방, 모자, 장갑, 우산, 벨트 

등의 패션액세서리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Hong(2012)
은 착용 가능한 기술이 효과적으로 가방에 적용한 제

품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는데, 그중 가방 내부에 

<Fig.� 1>� Introducing Levi’s commuter 
trucker jacket with jacquard by Google 

Reprinted from Levi’s. (2017). 
https://www.youtube.com

<Fig.� 2> Lechal 
Reprinted from Lechal. (2014). 

https://www.youtube.com

<Fig.� 3> Shine 
Reprinted from 

Consumer report. 
(2015). 

https://www.consumerre
po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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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를 탑재하여 핸드백을 열면 점등이 되는 디자인

도 포함되어 있다. 
패션디자인에서의 빛은 시각적 감성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패션디자인과의 조화와 즐거움의 경험을 체험

할 수 있는 도구이다. 패션에 과학기술을 융합한 대표

적인 디자이너인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은 

2007년 S/S 로보틱 드레스(robotic dress)를 시작으

로 15,000개의 LED가 사용된 스크린 드레스(screen 
dress)(Fig. 4), 2008년 스와로브스키와의 합작으로 제

작된 레이저 드레스(laser dress) 등 패션과 빛의 테크

놀로지를 더하여 최대의 시각적 효과를 지닌 런웨이 

무대를 선사하였다. <Fig. 5>는 날씨에 따라서 옷의 

LED의 조광이 달리 변하는 Forster Rohner의 ‘climate 
dress’로 LED 빛으로 디자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현재 LED 디바이스를 활용

한 다양한 의상들은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 가능하며 

실제 온라인 상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Fig. 6).

Ⅲ.� Research�Method

본 연구는 패션전공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것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패션, 즉 LED 
디바이스와 에코백의 융합과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

이 패션전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나아가 본 

프로그램이 창의융합역량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Preparation� stage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패션전공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조사를 토대로, 패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자유학기제

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의융합적 인재양성 목표에 적

합하고, 중고등학생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패

션아이템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선정하였다. 
에코백(eco-bag)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착용하는 아이템으로, 일회용 비닐 백이나 종이 

가방 대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한다

는 의미뿐만 아니라, 캐쥬얼한 코디, 또 에코백이 갖

는 원단의 특성으로 인해 패브릭 마카로 스케치하거

나 프린팅도 가능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기업의 

브랜드 로고를 인쇄한 사은품으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나온 본인만의 

결과물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패션전공 

진로체험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에코백을 선

정하였으며, 에코백의 한쪽 면에는 패션디자인 전공 

로고를 미리 프린팅하여 준비하였다. 웨어러블 디바

<Fig.� 4> LED dress by Hussein Chalayan in 
collaboration with Swarovski, A/W 2007 
Reprinted from SwarovskiSparkle. (2012). 

https://www.youtube.com

<Fig.� 5> The climate dress 
Reprinted from DiffusDesign. (2013). 

https://www.youtube.com

<Fig.� 6> Top-17 LED light dress of 2021 
Reprinted from Etereshop. (2022). 

https://www.etereshop.com

－ 322 －



Vol. 30, No. 2 백� �경� �자 151

이스는 일반적으로 제어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배
터리 등의 전원장치로 구성되어 각 부분을 연결하는 

과정을 다루어야 하는 전문 기자재의 사용과 제한적

인 시간의 문제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

들이 다루기 용이하고 전원장치도 연결되어 있는 시

판 LED 와이어를 선택하였다. 이에 LED 스마트 가방

을 제작할 수 있도록 LED 디바이스와 에코백이 최종 

아이템으로 선정되었다. 

2.�Development� stage

패션전공 진로체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목표’, ‘내용구성’, ‘실습시간’ 등 패션전공 1학

년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증을 통해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교육환경, 프로세스를 조정

하였다. 최종 프로그램은 총 200분으로 안전교육, 이
론, 실습, 평가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Execution� stage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9 및 2020 대학연계 진로체

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

되었다. 진로체험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실습태도가 

관찰되었으며, 참가학생들은 본인의 실습 결과물에 

대한 구두 평가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만족도 평가를 실시

하였다. 2019년 4~5월에 참여한 학생들 중 설문 결과

에 사용된 자료는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논산여자

상업고등학교, 천안업성고등학교, 천안용곡중학교 4
개교의 총 65부, 2020년 9~10월에 참여한 온양한올중

학교, 천안북중학교, 고대중학교 3개교의 총 58부로, 
총 123부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일반적

인 정보는 <Table 2>와 같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Program�process

실습 전 패션전공에 대한 이론학습으로, 먼저 일반

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명

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

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전개되는 과정을 순서별로 정

<Table� 1> LED smart bag making program contents and organization 

Course
time

Course
subject Course objective Main contents

1~2

Safety
education

Safe use of materials and tools in a 
given environment.

Introduction What is LED smart bag?

Activities

Activity 1: What is fashion design and 
how does the fashion design process 
work?
Activity 2: What are smart wear and 
wearable devices?

Theory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fashion 
major and promote creative 
convergence thinking based on 
understanding the approach to smart 
wearable devices.

Finish Design idea

3 Experiment
Expressing design ideas and 
implementing styling that can 
converge eco-bags and LED wires.

Introduction How to make an LED smart bag?

Activities
Activity 1: Design work 
Activity 2: Material selection  
Activity 3: Styling

Finish Completion

4 Evaluation

The LED smart bag can be easily 
manipulated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result and production process is 
evaluated.

Introduction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LED 
smart bag making experience?

Activities Activity 1: Oral presentation
Activity 2: Questionnaire survey

Finish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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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놓은, 창조적 문제해결 과정이다(Han & Kim, 
2014). 패션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패션디

자인 프로세스 및 패션디자인 관련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였다. 
정보수집 및 분석, 컨셉 설정, 디자인 컨셉, 디자인 전

개, 샘플개발, 품평회, 생산의뢰, 판매촉진, 소비자평

가 및 제안(Han & Kim, 2014)의 패션디자인 프로세

스 실무사례를 소개하고, 의류생산프로세스에 따른 

각 부서별 역할과 직업을 설명하였다. 이를 전공하는 

대학에서의 실제 교육하는 내용들도 소개되었는데, 
패션디자인전공 커리큘럼에서 산출된 수업 결과물과 

졸업 작품 전시 및 패션쇼 사진, 현장실습, 전공 동아

리 활동 모습과 결과물, 패션 관련 자격증 소개, 졸업

생들의 취업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

스에 대한 이론학습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패션

과 접목한 스마트 제품 중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브

랜드 상품을 통하여 의복과 웨어러블 디지털 디바이

스와의 결합이 만들어 낸 새로운 기능성과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실습을 위한 준비단계로 패션아이템 중의 하나인 

에코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는 LED를 이용하여 디

자인 발상, 소재 선택, 제작, 스타일링의 단계를 통하

여 LED 가방 제작 실습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Fig. 

7>은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략히 응용하여 에코백

과 LED를 결합할 수 있는 스마트 가방 제작 프로세스

를 나타낸 것이다. 

2.� LED� smart� bag�making�

스마트 가방 제작을 위한 프로세스는 도안 작업, 
소재 선택, LED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타일링 및 가방

과의 부착 작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에코백은 패

션디자인 로고가 프린트된 주문 제작 제품으로 제공

되었으며, LED 와이어는 시중에 파는 기성제품으로 

리튬건전지를 이용하여 ON/OFF되며 화이트, 웜화이

트, 컬러의 3가지 종류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타 다양한 컬러의 펠트지와 패브릭 마카, 바느질 용

구 등을 이용하였다. 
<Fig. 8>은 디자인 발상작업 모습으로, 선택한 컬러

의 펠트지에 패브릭 마카를 이용하여 본인이 생각한 

도안을 한 장의 펠트지에 직접 그리거나 오려서 디자

인하였다. 도안지의 원하는 위치에 LED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컬러의 LED 전구와이어를 선택하

고 도안지의 뒤편에 LED 전구를 배치하고 남아있는 

와이어선은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또 다

른 스타일링 방법으로 도안지 위에 펀칭을 하여 구멍

사이로 LED 전구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여 더욱 밝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subjects n(%)

Category Total

Education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123
(100.0)

77(62.6) 46(37.4)

Age
13 years old 14 years old 15 years old 16 years old 17 years old 18 years old

48(39.0) 10(8.1) 19(15.4) 29(23.7) 10(8.1) 7(5.7)

Sex
Male student Female student

36(29.3) 87(70.7)

Design idea → Material selection → Styling → Completion

Design work by 
drawing or cutting

-Eco bag
-Felt paper
-LED wire

-Coloring
-Punching
-Wiring

Sewing in the form of 
patch pockets

<Fig.� 7>�LED smart bag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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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빛을 발산하는 디자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

였다. 세 번째로 제시된 스타일링 방법은 도안된 모티

브를 잘라내고 그 표면을 LED 전구 와이어로 감음으

로, 보다 입체적인 선과 빛의 효과를 함께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9>는 각각 컬러링, 펀칭, 와이

어링의 방법으로 LED 디바이스를 펠트지에 스타일링 

한 결과물이다. 참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

은 컬러링과 펀칭의 방법이었으며, 디바이스 결합과

정에서 전원 버튼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상단에 위

치하도록 하였다. 도안지의 면적에 비해 훨씬 긴 와이

어의 길이로 인하여 스타일링 후 남은 와이어의 복잡

한 선들은 또 다른 한 장의 펠트지를 덧대어 선들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버튼 위치만 개방한 후 상단

을 재봉틀로 박아서 준비하였다.
완성의 단계로 LED 디바이스로 스타일링된 펠트

지 1장과 디바이스 전선을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1
장의 펠트지를 합체하여, 주머니감 형태로 양옆과 아

랫부분을 ‘ㄷ’자 형태로 에코백에 다시 한 번 더 박아

서 패치포켓 형태의 가방 주머니로 완성하였다. <Fig. 
10>은 학생들이 직접 완성한 결과물의 일부이다.

3.� Validity� analysis� result

패션전공 진로체험 교육을 위한 스마트 가방 제작 

프로그램은 총 20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제 학생

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50분, 평가를 포함한 

실습에 임한 시간은 150여 분이었다. 참가학생들 전

원이 LED 스마트 가방을 완성하였으며 실습 진행과

정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Table 3>은 프로그램에 참여 후 설문조사에 응한 

총 123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결과

로 진로체험의 필요성(4.48), 재참여의사(4.60), 프로

그램의 운영(4.49), 프로그램의 시간(4.48), 직업세계

의 이해(4.45), 진로정보수집 및 활용(4.45), 체험활동

을 통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 탐색(4.39)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4>는 본 프로그램 체험의 만족도가 성별, 학

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및 중고

등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족도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운영과 

시간에 있어서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진로

체험의 필요성과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의 소질과 적

성 탐색 결과에서 .05 수준에서의 차이를, 체험활동을 

통한 패션전공 직업 세계의 이해 및 정보 수집 항목에

서 .01 수준에서의 차이를, 특히 재참여 의사 항목에

서 .001 수준에서의 큰 유의차가 나타났다. 이는 패션

전공에 대한 관심과 매력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프로그램 참가자의 여학생 비

율(87명, 70.7%)이 남학생 비율(36명, 29.3%)보다 월

<Fig.� 8> Design idea <Fig.� 9>�LED styling
(left: LED off, right: LED on)

<Fig.� 10>�LED smart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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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히 높은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예

측할 수 있다. Ahn et al.(2014)의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패션관련 직업체

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자 조사 결과에서도 

여학생 경험자가 79명(69.3%), 남학생 경험자가 35명

(30.7%)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

가 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참

여비율로 패션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참여의 비율이 높았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년별 

비교 결과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본 진로체

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

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체험 교육의 가장 적절한 청소년 

시기를 검증하고, 시기별로 적절하고 구체화된 프로

<Table� 3> Satisfaction survey results (n=123)

Category Questions Mean SD

Necessity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1. Do you think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fashion major? 4.48 .77

Willingness to participate 
again 2.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again if given the chance? 4.60 .71

Activity operation 3. Are you satisfied with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career 
experience institution? 4.49 .73

Activity time 4. Is the time of the experiential activity program well-organized? 4.48 .74

Understanding of 
fashion-related profession

5. Did this experience help you understand the world of 
fashion-related professions? 4.45 .79

Collection and use of 
fashion-related information

6. Was this experience helpful in collecting and using career 
information? 4.45 .74

Self development 7. Do you think this experience activity has helped you understand 
and develop yourself? 4.39 .80

Total 4.48 .75

5: very satisfied, 4: satisfied, 3: neutral, 2: unsatisfied, 1: extremely unsatisfied.

<Table� 4> T-test results by gender and grade Mean(SD)

Male(n=36) Female(n=87) t-value
Middle school 

students
(n=77)

High school 
students
(n=46)

t-value

Question 1 4.12(.83) 4.61(.45) .02* 4.37(.68) 4.67(.41) .06

Question 2 4.25(.82) 4.75(.31) .001*** 4.55(.51) 4.69(.49) .90

Question 3 4.14(.64) 4.63(.42) .12 4.41(.58) 4.62(.42) .24

Question 4 4.14(.64) 4.62(.45) .18 4.38(.60) 4.64(.42) .18

Question 5 4.06(.85) 4.61(.45) .01** 4.36(.73) 4.60(.43) .05

Question 6 4.06(.74) 4.62(.38) .01** 4.37(.60) 4.60(.43) .22

Question 7 4.03(.83) 4.54(.48) .04* 4.24(.71) 4.64(.42) .05

* p<.05, ** p<.01, *** p<.001       

－ 326 －



Vol. 30, No. 2 백� �경� �자 155

그램이 제시된다면 더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으

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구두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일반 학교 재학

생들보다 디자인 관련 학교 학생들이 더욱 높은 흥미

도를 나타내었다. 실습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바늘

과 실의 사용으로 어려워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있었

으나,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배치한 디바이스 결

과물이 에코백과 결합하여 주머니가 되는 과정이 가

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LED 디바이

스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빛으로 인해 시각적 감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술

과 패션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Jang and 
Cho(2019)는 융합의 형태로 인문학과 예술교육을 중

학교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습지도안

을 제시하였다.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한 내용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

에서 이러한 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교육 시간 내에 유효한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에코백이 디바이스와의 결합으로 스마트 가방

이 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Ⅴ.� Conclusion

진로체험 교육은 학생주도 및 진로탐색 활동을 통

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진로를 결

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학

생들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사회에 요구

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융합인재양성을 목표

로 진행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및 그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영향 등 청소년 직업체

험교육을 토대로 한 관련 연구가 매우 보편화되고 일

반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친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질적 변화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동기’, ‘흥미’와 같은 

요인들이 더욱 중요시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창의와 융합과 

같은 역량들의 원동력으로 강조되고 있다(H. C. Kim, 
2017).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

와 함께 스마트, 인공지능, 디지털이라는 수식어를 우

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패션에서도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스마트 웨어가 패션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시대에 부응하고 보다 창의융합적

인 패션전공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 후 설문지에 응답한 총 123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큰 어려움 없이 

LED 스마트 가방을 완성하였으며, 진로체험의 필요

성(4.48), 재참여의사(4.60), 프로그램의 운영(4.49), 
시간(4.48), 직업세계의 이해(4.45), 진로정보수집 및 

활용(4.45),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 탐

색(4.39)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만족도에 대한 중고등학생 간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패션에 

대한 관심과 매력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으

며, 이는 참가자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월

등히 높은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도 예측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 중 LED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 반응은 빛의 효과로 시각적 감성을 충족시키고 기

술과 패션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기능성과 가능성

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받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LED 스마트 가방 제작 프로그램은 패션전공

에 대한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결과는 일부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시된 결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이용하여 디자인 발상, 소재 선택, 제작, 스타일링

의 단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패션전공 진로체험 프

로그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더 다양한 창

의융합적인 전공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실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

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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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보다 전

문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현장 적용에 앞서 예비 

적용이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유효성 분석에 있어서도 프

로그램 사전과 사후 만족도 조사가 함께 진행되지 않

아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밝히

며 질적, 양적인 추후 검증이 더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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