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pISSN: 1226-0401 eISSN: 1266-0401
Vol. 20,  No. 6  pp.838~853, December 2012 http://dx.doi.org/10.7741/rjcc.2012.20.6.838

－ 838 －

Received 9 October 2012, revised 25 November 2012, accepted 4 December 2012. 
†

Corrsponding author (hpark@kp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Fashion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adult learners

Ji Young Nam and Hye-Jung Park†

Dept. of Liberal Arts,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Korea

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으로  패  교육

남 지 영․박 혜 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dult learners’ decision making variables, satisfaction, and evaluation 

toward fashion education as 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rogram. As decision making variables, this study 

included participation purpose, information source, and selection criteria for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program. 

Regarding satisfaction toward fashion education, this study included satisfaction toward program and satisfaction 

toward education condi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ata were gathered by both questionnaires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12 adults who completed the program. Whil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ecision making 

variables and satisfaction, FGI was used for evaluation. Frequency was used to analyze the questionnaires and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of FGI. The findings showed that respondents participated mostly 

because of hobby or interest and got information mostly from acquaintances. They regarded program contents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lifelong education center. They also regarded lecturers’ professionality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program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toward lecturers’ passion. Regarding education condi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ey showed high satisfaction. FGI also show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competence, 

career development, a work-study program, a on-site study program, and lecturer. The results suggest methods to 

mak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more appealing to adults who want to attend universities for 

non-degree universi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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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대

량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에서 1980년대 

후에는 선진국형 수출구조로 변화하면서 패션산업

의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다양한 패션 전

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Yoo & Chunhg, 

2010).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패션 전문

직 양성에 대한 교육이 대학교와 패션전문 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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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Lee & Han, 

1999), Park(2005)에 의하면 대학과 학원의 교육과

정의 차이가 없어서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복제한

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 다. 그런데 전국에 

대학교는 많으나, 라사라, SD, FIK와 같은 다양한 

패션 전문 학원은 모두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지역의 패션교육 학원을 연

구한 Park(2005)은 서울과 같이 노라노, SD, 삼성패

션디자인 아카데미 외에 FIC, 토패스 패션디자인 

학원이 있다고 하 다. 즉, 대도시인 서울, 부산 외

의 지역에서 패션교육은 패션전문 교육 학원이 거

의 없으므로 공신력이 있는 교육기관인 지역 대학

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교도 패션관

련 전공 학과가 있는 경우만 패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부산 외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

는 교육기관에서의 패션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므

로, 대학교에 패션관련 학과가 없으면 성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부실한 커리큐럼으로 운 하는 곳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대도시외 지역의 패션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교

가 지역의 성인 학습자의 수요를 인지하고, 평생교

육으로의 패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에 Lee(2012)는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경

우 대학진학률보다 평생학습 참여비율이 높은 것

을 제시하며, 한국의 경우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

학교육도 선진국처럼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

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Lee

는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

와 문화의 장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전환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인간은 자신의 삶 동안 의식적 또는 무의식

적으로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Iqbal, 2009), Adamuti and Schuetze(2009)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25세 이하 68%와 25세 이상의 56%

가 졸업 후 5년 이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평생교

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교도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

를 만족시켜줄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야 하

고, 본 연구는 그 중 하나로 패션교육 과정에 대한 

가능성과 효과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hin and Lee(2002)는 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고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대학은 지역

의 평생학습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라고 하 고, 고학력화, 정보화 사회에서 평

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대학

이 가지는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 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로 인해 패

션디자인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하 다. 

지금까지의 패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

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나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학, 패션마케팅 등 특정 교과 과목에 집중되어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국내외 패션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분석과 비교 연구 등이 있다. 이

상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대학교에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연구이며, 모두 패션전공 학과에 대한 연구이

다. 따라서 Park(2005)은 패션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교의 교육체제와 교수 및 패션 업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 다. 

그러나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대학교육체제의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패션교육에 대

한 새로운 수요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자 관점에서

의 패션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에서

의 패션교육과정을 수강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변수와 교육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민 평생교육

대학’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패션관련 

학과가 없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서 ‘패션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12명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패션과정 참여 

목적, 정보원,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선택기준, 

패션 교육과정의 만족도, 교육여건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 다. 또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표적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 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패

션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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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

여 정성적 연구방법인 표적집단 면접법을 정량적 

연구방법인 설문지와 같이 실시하 다.

‘패션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의 세부교과과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계하 다. 패션 교육은 다양

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의류제품을 위한 다양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패션 마

케팅, 의복구성, 의류소재, 복식사 등 다양한 세부 

분야들의 학문 역을 포괄하는 복합학문으로 발전

해왔다(Hong & Lee, 2011). 따라서 본 과정도 이러

한 복합학문으로서 패션교육을 인지하고 평생교육

으로서의 패션교육을 통합적 교육 시스템으로 제

공하고자 하 다. Ju, Ryu, and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의류 및 의상 관련학과 58개를 대상

으로 디자인 관련과목의 편성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게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제품

생산 관련 과목(의복구성, 평면재단, 입체재단 및 

구성, 봉제, 패턴 CAD 등) 및 의류소재 관련과목으

로 각각 20.4%, 14.5%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 지

식(의류학, 복식학 개론, 연구, 세미나, 복식문화사 

등), 산업 및 시장정보(패션마케팅, 패션산업론, 소

비자행동, 의상심리, 소비론, 의복행동, 패션정보, 

산업전공/유행경향, 인턴십) 과목이었다. 따라서 ‘패

션비즈니스 전문가 과정’도 [디자인실기]와 [의복

구성 실기]를 개설하 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로 

디자인 실기와 의복구성실기를 위한 시설(재봉틀, 

바디 등)을 갖추었다. 또한 패션에 대한 기초지식 

및 산업전반에 대한 지식 제공을 위한 [패션산업의 

이해]와 상품기획과정을 위한 [머천다이징]을 개설

하여 학습자 전원이 16주 동안 4개 교과를 모두 수

강하도록 하 다. 4개의 각 교과과정은 1주당 3시

간으로 16주간 총 48시간씩 운 하 다. 사업비로 

진행하 으므로 수업료는 10만 원이었으며, 재료비

는 각자가 부담하 다. 교육 인원은 15명으로 시작

하 으나, 교육 이전 공지한 바와 같이 전체 과정

의 80% 이상을 수강한 12명의 학습자에게만 수료증

을 주었다. 긍정적 결과는 계획한 모집인원(15명)을 

100% 충족하 으며, 80%가 수료하 다는 것으로

서, 이러한 결과는 서울, 부산 외의 지역 주민들이 

대학교의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서의 패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수요를 인지하고, 이들의 욕구를 파

악하여 평생교육 학습자 관점에서 패션교육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성인 학습자의 패션교육을 선택

하는 의사결정 변수와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여건/

행정서비스 만족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밝히

고자 한다. 의사결정 변수로는 참여목적, 정보원, 

평생교육원과 교육과정의 선택기준을 포함하 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에서 패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법을 병행 실시한 탐색적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Lifelong education

Iqbal(2009)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계속적

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평생교육

으로서 개인의 전체 삶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이

라고 정의하 다. 그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공식 교

육의 증가와 미래의 직업과 성공을 위해 학교에서 

얻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현대로 오면서 지식과 기

술이 계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과거의 교육이 이

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변화로 인

해 평생교육은 처음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비공식적, 공식적 교육이 합쳐진 형태로 시작되

었으나, 현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 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장

거리 교육, 이러닝(e-learning)과 같은 다양한 형식

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하 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규정한 Dave(1973)도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에 한정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교육의 모

든 단계를 포함한다고 하 다. 즉, 현재의 평생교육

의 개념은 과거보다 포괄적이고 융통적으로 변화

해서 직업적 목적과 형식,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개인의 삶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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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fold, Jarvis, and Giffin(Griffin 재인용, 1998)

은 평생교육의 역을 젊은이를 위한 공식적 형태

와 비공식적 형태, 나이가 더 든 사람을 위한 공식

적 형태와 비공식 형태의 4개로 규정하고, 모두 중

요하다고 하 다. 그리고 Rashid(1993)는 평생교육

의 목표와 형태는 개인의 발전 단계의 차이에 따른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 다. 

전문직도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사회이다(“Professional continuing education”, 

2006). 예를 들면, Kozlowski and Farr(1998)는 급속

한 기술혁신의 상황에서 기업의 인재의 기술적 경

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지적하

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습득한 정보의 50%

는 5년 내 낡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식

과 기술을 정기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

다. Turusheva(2009)도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정

보기술에 대한 기업의 인재교육을 연구하 다. 그

런데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전문직에만 국한된 것

은 아니라 직업의 유무,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사

회가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

함에 따라 정규교육 만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어서 사회구성인 모두가 평생교육이 필

요하다. 심지어 노인들도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컴퓨터 이용 능력을 배양하기를 원

하 다(Seals, Clanton, Agarwal, Doswell, & Thomas, 

2008). Adamuti and Schuetze(2009)에 의하면 캐나

다의 경우, 25세 이하 68%와 25세 이상의 56%가 

졸업 후 5년 이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평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학문이나 직업교육이 있으면 다시 교육

을 받는 평생학습 참여비율이 대학진학률보다 더 

높은 것은 선진국에서는 흔하다(Lee, 2012). 이에 

비해 Lee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2.4%

로 OECD 27개국 중 20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을 

마친 후 교육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

구된다. 

교육은 삶의 통합적 부분으로 보여지며,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배움의 자원

으로 간주되므로(Iqbal, 2009), 대학도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대중화 추세

는 평생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대학 수준으로 상향 

재편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요구로 인해 대학 내부

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려 하고 있다(Choi, 2004). 

즉, 대학의 기존 자원을 갖고 전문교육기관보다 더 

체계화된 지역사회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만족시

키고자 한다. Lee, Choi, Kim, and Hong(2009)은 대

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

고, 대학의 교육적 기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공

성의 취지 하에 전국 각 대학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고 하 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에 대

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기관이 다른 일

반 지자체나 문화센터 혹은 기업 등에서보다 대학

부설로 설립될 경우에 보다 선호되고 활성화되는 

이유를 대학의 교수, 컨텐츠, 자원 등 대학의 환경

을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과 더불어 대

학부설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우회적 경험이 가

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따라서 대학교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수요를 인지하고, 성인 학습자의 패

션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학

교의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연구는 

Shin and Lee(2002)가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 125명

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과 개설강좌 중 평생교육

으로 선호강좌를 밝힌 것이 유일하다. 이들은 평생

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으나, 연구에서 일반적인 평생교육에 관련

된 변수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 강좌 수강 

목적 및 희망강좌, 수강시기 및 시간, 취업희망 여

부를 조사하고, 패션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패션 디

자인 분야의 평생교육 선호강좌만을 조사하여서 

패션교육에 대한 연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들이 밝힌 선호강좌는 토탈웨딩, 홈패션, 패

션코디네이터, 디스플레이, 전통염색, 메이컵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Fashion education 

패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과정

에 대한 연구 또는 패션디자인, 의복구성학, 패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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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등 특정 교과 과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들어서의 교육내용 분석에 대

한 연구들이 더 구체화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패

션 전문직 양성에 대한 교육이 모두 대학교육에 치

중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연구들도 이를 제공하는 

대학교육에 치중해 있다.

패션교육 전반에 대한 것으로 대구지역의 패션

관련 분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교 패션교육

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연구(Chang, 2004)가 있

다. 또한 Ju, Ryu, and Kim(2011)는 전국의 58개 의

류 및 의상 관련학과의 교육 내용 구성과 소재 관

련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시장에서의 패션 전문인

으로서의 실무자 육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제시하

다.

디자인에 대한 교육으로서, 창의성 증진에 대한 

연구들(Chung, 2001; Lee, 2006)이 있는데, 최근 연

구로서 Cho(2010)는 창의력과 조형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겸비한 패션디자이너 양성을 위

한 패션디자인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조형 교

육내용을 개발하 다. 

의복구성에 대한 연구로서, Hong and Lee(2011)

는 4년제 대학의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 비교분석

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Lee 

and Han(1999)은 의류산업 현장의 환경 변화에 따

른 의복구성학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을 제시

하고자 의류업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패턴제작

방법, 패터니스트들의 업무, 패턴제작기술의 습득

기관에 대해 연구하 다. 또한 구체적으로 의복구

성분야의 교과과목 중 하나인 CAD에 대하여 Lee 

and Han(2002)은 어패럴 CAD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CAD교육 담당 교수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패럴 CAD 시스템의 보급현

황과 CAD 교육의 특징 및 CAD 교육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 안을 제시하 다. 또한 Lee 

and Sohn(2011)은 국내외 패션교육에 있어서 3D 

어패럴 CAD 시스템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새로

운 패션교육 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 다. 

패션마케팅에 대한 연구로서, Lee(2002)는 한국

과 미국의 패션 마케팅 교육을 교육조건(교수요인, 

교육환경, 교육 목표와 내용), 교육방법, 교육성과

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의 패션마케팅 교육의 개선

안을 제시하 다. 또한 Lee(2003)는 한국과 미국의 

패션 마케팅의 교육조건 및 교육방법과 관련된 독

립변수 중에서 교육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

수들을 밝히고, 국가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시

하 다. 또 다른 연구로서 Lee(2003)는 한국과 일본

의 패션마케팅 담당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조건, 

교육방법, 교육성과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 

조사하 다. 연구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교수의 전

문성 및 정보화 수준과 교육목표의 실용성 및 정보

화, 교육성과가 높았다. 그러나 수업 당 학생 수 등 

교육조건이 더 취약하 고, 시간수가 더 많고 교육

목표로 소비자의 이해와 협동, 조직생활을 강조하

다. 교육내용으로 인터넷마케팅이 강조되고, 학

점수가 많았다.  

이상의 일반적인 패션교육에 대한 연구들과 달

리 Son(2010)은 사이버 대학과 원격대학에서의 교

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 다. 패션정보 이론과 함

께 최근의 웹 기반 교육환경에 맞게 실시간 패션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병행하는 패션정보 분석 교

과목 개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이

었다. 

또한 해외의 패션교육을 분석하여 한국의 패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Lee 

(2003)는 한국과 이태리의 섬유산지의 섬유전문 교

육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직물소재 지역특화의 방

안을 제시하 다. 지역으로는 직물산업의 규모가 

큰 대구, 진주, 부산을 선정하여 연구하 다. Choi 

(2012)는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창조

적 패션디자인을 위한 한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디

자인 교육모델을 제안하 다. Lee, Lee, Lee, and 

Moon(2011)은 해외 유명 패션교육기관에서의 창의

성 개발 교육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 

창의성과 관련하여 Choi(2011)는 산학연의 효율적 

운 과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 프랑스 이태리의 주요 패션교육기관과 

한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비

교, 고찰하여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 다. 

최근에 국내외 비교 연구에서 교육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대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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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Lee and Sohn(2011)은 국내외 패션교육에 있어

서 3D 어패럴 CAD 시스템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하

여 새로운 패션교육 시스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

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아이디어 구현 단

계에서 3차원 시각화 모델링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이해와 창의성 향상에 혁신적인 학습 도구이며, 글

로벌 패션산업 측면에서 IT 패션산업의 핵심기술

이므로 웹에 기반한 새로운 패션비즈니스 형태와 

신규고객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글로벌 패션인재 

육성 측면에서 디자인 기획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

는 전과정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PDM 시스템 업

무를 수행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필

요하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대학교육에 치중해 있는

데, Yoo and Chunhg(2010)은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 다. Yoo and Chunhg은 전

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 

및 내용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최근에 전반적인 전

문계 고등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비해 전문계 고등

학교에서의 의상과의 신설 및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하 다. 즉, 고등학교에서도 경쟁력 있는 패

션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므로 대학교도 평생교육

으로 성인 학습자에게 패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

육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

해 대학교육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패션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자 관점에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션

관련 전공이 없는 지역의 대학교에서도 패션교육

을 대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서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서 패션디자인과를 개설하여 교육하는 것이 유일

하다. Choi(2012)는 국내 대학의 패션 디자인 교육

의 방향과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이 대학교와 패션전문 학원으로 한정하

고 있다. 또한 한국의 패션 교육은 다양한 창조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가 행하여졌

으나, 이 모든 연구들은 대학진학 적령기에 있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대학교의 

패션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

생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k(2005)은 패션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

이 학교의 교육체제와 교수 및 패션 업체의 실무자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패션 디자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현황이

나 교육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에서 패션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과정선택의 의사결정과정과 교육만족도 등을 파악

함으로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Ⅲ. Method

1.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의 패션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

육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변수(참여목적, 정보원, 평

생교육원과 교육과정의 선택기준), 교육과정 만족

도, 교육여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

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밝히고자 한다.

2. Questionnaire and focus group interview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연

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연구방법인 설문지와 정성적 연구

방법인 표적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

을 모두 실시하 다. 

설문지의 측정도구로서 Park(2005), Yoon and Park 

(2006)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는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하는 

참여목적, 정보원, 평생교육원과 교육과정의 선택

기준을 포함하 다. 또한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여

건 및 행정서비스와 함께 인구통계적 특성(성, 연

령, 교육배경, 직업) 변수를 포함하 다. 교육과정 

만족도와 교육여건 및 행정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명명척도를 측정되었으며, 의사결정 변수

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허용되었다. 교육과정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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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위해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매우 불만

족하다(+1)’에서 ‘매우 만족하다(+5)’로 측정되었

다. SPSS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선행연

구가 전무하여서 본 연구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 

문항이 성인 학습자의 패션교육에 대한 평가를 충

분하게 파악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FGI를 

실시하 다. Zikmund(1999)는 FGI는 비구조적인 조

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 행동을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표적집단의 

자연스런 토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미쳐 발견하

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여 관심 대상이 되

는 연구주제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Park, Kim, Rhee, & Lim, 2002), FGI를 실

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지에서 파악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FGI는 교육과정 수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가능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위하

여 교육이 이루어진 강의실에서 행하여졌다. 본 연

구의 연구자 중 한 명은 교육이 진행되는 15주 동

안 면접대상자와의 접촉이 빈번하 으므로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면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FGI의 사회자(moderator)로 직접 참여하 다. FGI 

실시 시 면접대상자에게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하

면 더욱 협조적으로 참여하므로(Zikmund, 1999), 면

접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

다. 과정 수료 후 2시간 동안 진행하 으며, 내용보

존을 위해 피 면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면접대상

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기록되었다. FGI를 통해 예

기치 않았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연

성있는 논의계획이 필요하므로(Zikmund, 199),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두 개의 질문 주제만을 갖고 실

시하 다. 패션교육 과정 평가에 대한 면접의 질문 

주제는 개인역량 관점과 취업/진로 관점이었다. 연

구자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고, 

피 면접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 으며, 

대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 다. 정성적 연

구방법에 의해 수집된 피 면접자의 표현양식 그대

로 자료화한 것을 2명의 연구자가 읽고 내용의 분

류 및 분석을 실시하는 Content analysis를 통하여 

Patton(1990)의 제안에 따라 3단계로 구성하 다. 원

자료를 기초로 참여자의 반응을 연구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는 ‘서술단계’와 이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일

반화단계’와 ‘해석단계’로 진행하 다. 

3. Date collection 

본 연구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패션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수료자 12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응답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Table 1〉과 같다. 여

성이 9명, 남성이 3명이며, 20대와 30대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은 전문대졸/중퇴

가 6명이고, 고졸이 4명, 대학생이 2명으로 파악되

어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보 다. 현 직장에 대

한 분포에서는 판매직/서비스직이 5명으로 가장 많

았고, 전문직/자유직이 3명, 학생 2명, 자 업 1명, 

주부 1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00만 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4명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 Frequency %

Gender
Female 9 75

Male 3 25

Age

20s 6 50

30s 4 34

40s 1  8

50s 1  8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4 34

College graduate/dropout 6 50

University student 2 16

Occupation

Sales & service 5 42

Professional 3 25

Student 2 17

Housewife 1  8

Self-employed 1  8

Household 

income

Under ￦4,000,000 2 16

More than ￦4,000,000 

under ￦5,000,000
4 34

Over ￦5,000,000 2 16

No response 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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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자가 있었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Decision making variables

의사결정 변수 결과는〈Table 2〉와 같다. 응답자

들이 과정에 참여한 목적은 취미나 개인적 관심에 

의한 것과 교양 및 지식습득이 가장 많았으며, 직

무 및 경력 향상, 그리고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 

사회봉사가 언급되었다. 응답자들은 과정에 관한 정

보원으로 주위사람을 가장 많이 언급하 으며, 다음

으로 인터넷과 현수막/전단지로 나타났다. Park(2005)

의 연구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과 학

원을 알게 된 경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48.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Table 2> Decision making variables

Variables Items Frequency

Purpose 

Hobby or interest  9

Gaining education/knowledge  6

Career development  2

Getting a job  1

Starting own business  1

Earning certificates  1

Volunteer service  1

Information

source

Acquaintances  5

Internet  4

Banner or flyer  4

Selection 

criteria for 

lifelong 

education 

center

Program contents 12

Social recognition  3

Tuition  2

Lecturer’s credibility  2

Giving certificates  2

Location  1

Facility  1

Selection 

criteria for 

program

Lecturer’s professionality  7

Necessary  6

Tuition  4

Possibility of getting a job  1

Note. Multiple answers

서’가 21.1%, ‘지하철과 버스 광고를 보고’가 16.2%

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주위사람을 통해

서 가장 많이 알게 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응답자

들이 평생교육기관의 선정에 가장 고려한 요인은 

과정의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학습과정으로 고려한 

요인은 강사의 전문성과 필요성이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인 학습자를 위한 패

션교육 과정 설계 시 취미/관심, 교양/지식 습득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해야 하며, 긍정적 구전을 유

도하기 위해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

론 교육과정을 현수막,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적극

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과정의 내용을 구

체적,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사진도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Satisfaction toward program

교육과정에 대해서 모든 문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Table 

3〉과 같다. 특히 강사의 열의가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의시간 준수, 보조자료 활용

으로 나타났으며, 강사의 구체적인 답변과 강사의 

취업진로 상담, 교과내용의 체계성/전문성, 강의계

획서, 교육내용의 이해도와 패션 기업 연계의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4

점에 가까운 만족을 보인 것은 교육과정의 전반에 

만족함을 나타냈지만, 교육과정이 패션기업과 연계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는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를 

<Table 3> Program satisfaction

Items Mean(SD)

Lecturers’ passion 5.00(.00)

Conform to class time 4.92(.29)

Using references 4.92(.29)

Lecturers’ detailed answer 4.83(.39)

Counseling on finding a job 4.67(.49)

Organization 4.58(.67)

Curriculum 4.50(.67)

Understandability 4.33(.78)

Liaison with fashion companies 4.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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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패션교육 과정 설계 시 기업과 연계시키는 것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Satisfaction toward education condi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s

교육여건 및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한 결과는〈Table 

4〉와 같다. 수업진행과 관련된 공정한 출석률, 성적

평가의 합당성과 합리적인 평가기준, 강의관련 문

의에 대한 설명, 강의실 정돈성, 강의신청, 성적확

인 간편성, 기자재의 준비성, 공지사항 알림의 지속

성, 강의실 면적의 충분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Yoon and Park(2006)의 연구에서 평생교

육원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적인 향을 주는 변

수인 지원환경(편의시설 구비정도, 강의실의 쾌적

성, 안내시설 편리성, 자료의 이용편리성, 수강관련 

용이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패션교육 과정 설

계 시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만족도에서 유일하게 4점대로 나타난 것은 강의

실 면적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정을 

운 하기 위해 15대의 재봉틀을 사용하 고, 강의

실 중앙에 의복 도안을 위한 큰 테이블을 두고 있

어서, 의복구성 실기 수업에서는 불편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여건 및 

행정서비스도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만

큼의 교육의 공정성과 합당성과 함께 행정서비스

의 간편성, 지속성은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패션교육의 경우 실기교육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Table 4> Satisfaction toward education condi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s

Items Mean(SD)

Correct attendance checks 4.75(.45)

Fair grading 4.58(.52)

Fair grade guidelines 4.50(.52)

Detailed course guidance 4.42(.52)

Cleanness of classrooms 4.33(.65)

Convenience of course signups and grade checks 4.25(.62)

Readiness of teaching materials 4.17(.58)

Continued course-related announcements 4.17(.39)

Sufficiency of classroom size 3.92(.99)

충분한 규모의 강의실 면적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Program evaluation 

표적집단 면접법에서 총체적인 평가에 대하여 ‘주

변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피 면접자의 의견에 

전원이 동의하 으며, 다른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희망도 전원 나타냈다. 이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화된 질

문 주제인 개인역량 관점과 취업/진로 관점에 따른 

평가의 분석과 평가의 추가적인 중요변수를 분석한 

결과는〈Table 5〉와 같으며,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Individual competence

개인역량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평가

를 하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Table 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참여목적인 취미나 개인적 관심

을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습자들은 수업의 효과를 바로 느끼고 있으며, 

전에는 잘 모르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과 최신경

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토로하

다. 또한 학습자들이 비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어

서, 중간 정도의 평이한 난이도로 진행하여 대부분

의 학습자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으나, 전문적인 용어나 실기 작업에서는 어려움을 

논하기도 하 다. 또한 스케치하여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표출하는 능력을 더 연마할 필요를 느껴

서 이 과정이 단기에 끝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계속 과정이 생기기를 희망하 다. 

취업하지 않은 나머지 학습자들은 패션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앞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습자들끼리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패션관

련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학습자 중에는 원단

관련 직장을 다니면서 수강 전부터 근처의 복지센

터에서 패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금/

토요일에 학습자들과 함께 모여서 무료로 강의실에

서 함께 디자인을 구상하고, 의상을 제작하여 가르

치기도 한다는 것은 이들의 욕구와 만족시켜줄 과

정이 더욱 양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실무 분야에서의 

연계성을 두고, 현실적인 학습 방향과 활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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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실기 과정을 쉽게 구성하 음에도 불구

하고, 실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성인 

학습자의 경우 수업의 난이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 학습자의 경우 개

인역량을 연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욕구를 알

<Table 5> Analysis of FGI

Variable Raw data

Individual 
competence

“I feel like I now know a lot about fashion.”
“I felt the impact of the class immediately. I think that now I can discuss recent trends and jargons 
that escaped me previously.”
“I’m having difficulty with the terminology and on-site working.”
“I felt that my competence in fashion studies has increased.”
“I want to become better at sketching designs. I want a course that’ll help me continue to improve 
my sketching skills even after I get a job.”
“The more I listen to class, the more I want to learn. All the enrolled students meet at the Center of 
Life-long Education on Fridays and Saturday. One students works as a fashion lecturer at a nearby 
welfare center and gives us free lessons and helps us think and create our designs.”

Career/job

“The program raised my level of professionalism at work.”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helped a lot. That’s why I’ve now gotten plans for a side job.”
“I got a job as a part-time worker at an import-editing store thanks to the program. Right now I’m 
working with a fellow student to open a small fashion related business.”

Importance of 
a work-study 
program

“The designing part of the curriculum is a work-study program so it involves a lot of hands-on experiences 
and projects like cutting out magazines and colored paper. A lot of students can join in and focus during 
such classes.”
“I liked how we got chances to better understand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assignments such as brand 
researching and writing fashion articles.”
“The work-study program involved a lot of hands-on experience. At first, it was all about sewing but as 
the program progressed students started using sewing machines and prepared mannequins which they used 
to help them work on their designs. The assignments were hard so the lecturer used some class time for 
students to work on their assignments. Overall I think the program was very efficient and effective.” 

Importance of 
a on-site study 
program

“I’ve always had an interest in fashion but never got the chance to experience what studying and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would be like. I really enjoyed he on-site study programs because they 
let me fill what I was lacking in experience.”
“The merchandising class had an on-site study session where we went to Dong-dae Mun and the Seoul 
Fashion Center where we could see the latest fashion trends. I really enjoyed that class.”
“The on-site study program was enjoyable and not only included a visit to Dondamun Market and the 
Seoul Fashion Center but going to an actual fashion show where we got the chance to see the latest 
designs and sales, advertisements, and designer products.”
“The on-site study classes were the best.”

Importance of 
lecturer

“The lecturer always came thirty to forty minutes before class to prepare for class. She always printed 
her materials beforehand and made a presentation of different subjects every class.”
“She always came early to prepare for class. She also handed out printed materials to help our 
understanding and even stayed behind after class to help answer questions. It was great to have such 
a dedicated teacher.”
“Because she knew that the theoretical lessons could get a bit dull she tried her best to continue 
communicating and getting feedback from the students.”
“She even prepared beforehand for the work-study program.” 
“She sticks to the schedule and prepares well.”
“She gave a lot of good advises regarding the class material.”
“I’m grateful for her advises regarding jobs and courses to take after the program ends.”
“She gave clear and detailed answer to all our questions.”

고, 과정의 연속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Career development/getting a job

〈Table 3〉에서와 같이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

사 결과에서 취업진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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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높게 나타났는데, 표적집단 면접 결과, 학습자의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진로/취업면에서의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습자들 중에는 이미 관련 분

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수료 전 취업한 

학습자들이 있었다. 5명은 관련분야에서 직장을 가

지고 있었으며, 1명은 패션관련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패션관련업체 종사자는 ‘현재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높여주어서 좋았다’고 하 다 

가족이 패션관련사업을 하는 학습자는 제공하는 교

육과정에서의 이론적, 실기적 학습이 도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 후 부업 계획도 설계하고 있다

고 하 다. 그리고 1명은 수입의류 편집매장에 파

트타임으로 취업했는데, 이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

와 함께 소규모의 패션관련 창업을 준비 중이었으

며, 취업과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이상의 결과는 성인 학습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보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적

절한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연관된 분야에서 

일하는 수강생들의 경우는 전문성을 높이도록 구

성해야 하며, 비취업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희망처

럼 취업,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3) Extra variables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에 대한 평가를 밝히

기 위한 표적집단 면접법의 구체적 질문 주제에 실

기교육, 체험학습, 강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나, 

면접 결과, 피 면접자의 대부분이 이에 관련된 내

용을 많이 언급하며 중요하게 서로 논의하 다. 이

를 보고 연구자는 이러한 변수들을 평가의 중요 내

용으로 인지하고 인정되어서 변수들에 대해 추가

적으로 논의하도록 하 다.

실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피 면접자의 대부

분이 비전공자로서 패션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이

론수업으로는 채워지지 않았고, 이를 실기 수업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 수업

이라도 과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패션산업을 이해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평가하 다. 또한 실기

의 필요성과 함께 체험학습을 중요하게 평가하

다. 실제 패션시장과 패션쇼 등을 보는 것이 평생

학습으로서의 패션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실기를 가능한 많이 실

시하고 현장학습을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생학습에 있어서 초보적인 학생들의 수

준을 이해하고 독려하는 강사의 역량이 교육과정

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강사의 

수업준비와 과제물 및 수업에 사용되는 보조자료

의 준비 및 활용의 적절성과 강의내용/진로/취업과 

관련한 조언 등 강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 다. 

이러한 결과는〈Table 2〉의 의사결정 변수 중 교육

과정 선택기준에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강사가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hang(2004)이 

대학교 학생들이 패션교육 서비스 경험 후의 서비

스 품질 평가에 있어서 교수의 인간적 존중과 개별

적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낸 연구

결과와 거의 같음을 의미한다. 즉, 평생교육으로서

의 패션교육도 강사들은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과

의 교류 및 관심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함을 

의미한다. 

Ⅴ. Conclusion

최근 대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패션교육 체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도시외 지역

에서의 성인 학습자의 패션교육에 대한 수요를 밝

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패션교육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변수와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여건/행정

서비스 만족도, 교육과정 평가를 파악함으로써 앞

으로 패션교육을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

환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패션교육 과정 설계 

시 취미/관심, 교양/지식 습득의 다양한 욕구를 만

족시켜야 한다. 긍정적 구전, 인터넷,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과정의 내

용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사진

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패션교육 과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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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강사의 열의, 강의시간 준수, 보조자료 활용, 강

사의 구체적인 답변과 강사의 취업진로 상담, 교과

내용의 체계성/전문성, 강의계획서, 교육내용의 이

해도와 패션기업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교육과정의 전반에 만족함을 나타냈

지만, 교육과정이 패션기업과 연계되고 있지 못하

다는 것에는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패션업계에서 활동하는 강사

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산업계의 최신정보와 기술

을 교육현장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 음에

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패션산업체간의 연결이 

약했다는 결과는 평생교육의 패션교육이 산업체와

의 실질적인 협동체제 하에 인턴십을 연계함은 물

론 신제품 기획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과정을 직

업훈련 중심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 하

다. 즉,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경험 부족을 인턴십

과 같은 것으로 극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

다. 이태리의 패션교육을 분석한 후 Lee(2003)는 산

업단지 별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

럼 구성에 있어 산업체의 실무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실기와 현장 위주의 교육을 위해서 겸임교

수제를 확대하여 산업체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에 

의한 전공 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태리의 경우와 같이 평생교육의 패션교육도 

기업과 연계된 현장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수진이 요구된다.

셋째,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여건 및 행정서비

스도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교육의 공정성

과 합당성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간편성, 지속성은 

갖춰야 한다. 또한 패션교육의 경우, 실기교육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규모의 강의실 면적의 확

보가 중요하다.

넷째, 성인 학습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보 으므로, 이에 적절한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연관된 분야에서 일하는 수강생들의 경

우는 전문성을 높이도록 구성해야 하며, 비취업자

의 경우는 학습자의 희망처럼 취업,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성인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시

간에 따른 기초, 심화과정으로 분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 후에도 학습동아리를 구성

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을 위해 평생교육원 시설

을 개방하거나 관련 학습자료를 공유하도록 함으

로써 지속적 학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무 분야에서의 연계성을 두고, 현실적

인 학습 방향과 활용 등을 소개하고, 실기 과정을 

쉽게 구성하 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실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는 결과는 성인 학습자의 경

우 수업의 난이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의 경우 개인역량을 연

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고, 이를 인정하여서 과정의 연속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1회적

인 과정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패션 비

즈니스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관련분야

로의 취업을 도와야 한다. 또한 2기, 3기를 양성하

여 이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

육원이 성인 학습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인 학습자는 패션교육과정에서 실기

의 필요성과 함께 체험학습을 중요하게 평가하

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실기를 가능한 많이 구성하

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

에 있어서 초보적인 학생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독

려하는 강사의 역량이 교육과정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도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과의 교류 및 관

심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패션

교육에 대한 사례 및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선행연

구의 제시, 분석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우

리는 최근 인구의 급고령화 현상으로 평생교육이 

중요시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비해 선진국은 이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후속연구는 선진

화된 평생교육 시스템의 패션 교육의 운  사례들

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의 패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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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평생교육원의 패션교육을 진행하면서 수행

되어서 연구의 대상이 과정 수료자 12명으로 한정

되어 고급통계처리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가 없었

다. 또한 제한된 적은 연구대상 수로 인해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는 패

션전공이 있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의 수강자나 

수료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연구함으로써 더 의미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교의 패션교육과 평생교육원의 

패션교육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교육대

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도 유용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의 패션교육 수료자

를 대상으로 한정, 실시하 기 때문에 그 결과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자료로 제한된다. 그러나 평생

교육의 패션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

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으로의 교육의 연계에 대

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분리와 

동일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

는 물론 각 단계 별 중점교육을 분리, 특화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은 마지

막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에서의 전공자/비전공자를 

분리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전공자/비전공자

를 분리하여 더 특성화시킴은 물론 각 교육대상자

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목표 및 과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화, 차별화만이 한국에 

평생교육으로서의 패션교육이 정착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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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GI 분석 (Table 5의 국문 자료)

역 응답자의 원자료

개인역량

“패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업의 효과를 바로 느껴요. 전에는 잘 모르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과 최신경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나 실기 작업에서는 어려워요.” 

“패션에 대한 개인 역량이 향상된 걸 느꼈어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능력을 더 키우고 싶어요. 이 과정이 단기에 끝나기 보다는 

취업 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계속 과정이 생기기를 원해요.”

“배울수록 욕심이 생겨서 금/토요일에 수강생들과 학교의 평생교육원에 모여요. 수강생 중에서 

근처의 복지센터에서 패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무료로 강의실에서 함께 디자인을 

구상하고 의상을 제작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진로/취업

“현재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높여주어서 좋았다.”

“이론적, 실기적 학습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업 계획도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수입편집매장에 파트타임으로 취업했는데 다른 학습자와 함께 소규모의 패션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기 교육의 

중요성

“디자인 실기 교과는 실기과목이어서 직접 참여하는 수업내용과 과제가 많았습니다. 색종이나 잡

지를 오려서 스케치북에 붙이는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집중 할 수 있었

어요.”

“패션산업의 이해 교과는 과제의 경우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브랜드 조사, 패션기사 작성하기 등과 같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주셔서 좋았어요.” 

“실기 과목인 경우 이론보다는 손을 쓰는 작업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바느질부터 시작했

었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재봉틀을 사용하기도 하 고 나중에는 학생들 개인의 마네킹이 준비

되어 각자 천을 대보면서 옷을 디자인 하 습니다. 과제는 수업시간 내용이 빠른 시간에 익히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바느질 연습해오기, 천에 선 잡아오기 등 수업시간 내용의 연장선으로 내

주셔서 수업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체험학습의 

중요성

“기존에 패션에 관심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 고 수업시간의 학습내용으로 부

족한 부분을 체험학습으로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머천다이징 수업의 체험학습으로 진행한 동대문 종합시장과 서울패션센터에서는 실질적인 패

션동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패션의 동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만족했어요.”

“체험학습으로 진행한 동대문 종합시장과 서울패션센터 뿐 아니라 패션쇼에 직접 가서 패션쇼를 

보면서 실제 최신 유행의 의류와 판매, 홍보, 디자이너의 상품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서 

기뻤어요.” 

“현장학습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강사의 

중요성

“항상 수업시간 30～4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수업준비를 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부분에서는 필요한 

수업자료를 항상 인쇄해서 오셨고 직접 매시간 다른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오셔서 수업

을 진행하셨습니다.”

“항상 일찍 오셔서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오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

해 프린트 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수업시간이 지나도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오래 남으셔

서 계속 알려주시는 등 열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실기 교과의 경우 필요한 수업자료들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 강의시간을 준수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하세요.”

“강의내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취업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줘서 좋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