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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curricula for the training of textile design specialis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practitioners working in the textile design industry; subsequently, the curricula offered by 20 tex-
tile design-related departments at 4-year and 2-year colleges in Korea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irst, the problems of textile design education were ① a limited understanding of commercial designs, ② an
education system concentrated on pattern designs, ③ limited creativity and design expression capacity, ④ limited prac-
tical ability and the analysis of collection. Second, most textile design departments at Korean colleges were located in the
Seoul/Gyeonggi district and Gyeongbuk/Gyeongnam district. Third, textile material and imagination/expression subjects
were a limited part of the curricula; subsequently, a long-term and systematic education system (by college year) was
required for the use of basic education subjects. Fourth, there was a shortage of practical subjects in college education
despite the perception of commercial designs; in addition, a professional design education (by material and use) were an
important part of practic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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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를 중심

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왔다. 최근

에는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자인 고부가가치를 강조

하는 상품개발과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다품종 소량 생

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섬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섬유시장을 위

협하고 있으며, 섬유선진국들의 고품질 상품의 국내 유입이 활

발해지면서 상품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자인이 곧 상품이며 국제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오늘날 섬

유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류나 섬유제품에서 상품의 가치

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패

션산업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은 스타일 및 실루엣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원단의 설계

(직, 편물)와 써피스(surface), 패턴(pattern), 텍스쳐(texture) 등의

전형적인 분야를 비롯하여 믹스미디어(mixed media) 소재, 신소

재에 대한 연구 등 산업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Kwon,

2009).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일련의 생활양식의 변

화로 의상의 외형적 형태에만 의존해 왔던 소비자들의 패션 취

향과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어패럴 제품

에 있어서도 그 상품의 품질과 가치 및 패션이미지에 텍스타일

디자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won, 1994).

텍스타일 디자인은 패션디자인, 소재개발과 더불어 섬유산업

의 선진화에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못하고,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도 타 분야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그동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위주의 생산형

태에 따라 독자적 디자인 개발과 투자보다는 주문에 의한 대량

생산에만 의존해 왔으며 디자인을 담당하는 텍스타일 디자인

스튜디오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디자인 창작이 힘들었

다.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외국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색채연구, 트렌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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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상품화 기획, 마케팅 등의 분야까지 종합하여 기획하는 능

력이 부족하였다. 

차별화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섬유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창의성과 인성을 가진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텍스타일디자인 교육은 각 대학마다의 독특한 전문성이나

특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론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

문에(Lee & Lee, 2007b) 전문가가 되기 위한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내 섬유, 패션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는 패션 마케팅,

패션 디자인, 의복 구성 등 패션관련 타 교육 분야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일부 연구가 있었고,

최근 들어 다시 분석되고 있는 경향이다.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Kim, 1994; Kim, 2001; Lee,

1996; Lee & Lee, 2007b)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으

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부족하고, 산업체와

의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실무자의 일대일 면접과 함께 국내 텍스타

일 디자인 관련 학과의 교과목 분석을 통해 현재 텍스타일 디

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텍스타일 디자인 개념 및 특징

텍스타일(textile)이란 말은 '짜다'라는 라틴어의 텍세레(texere)

에서 유래된 것으로 봉제품을 형성하기 위한 소재로 섬유(fiber)

또는 직물(fabric)을 뜻한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직물 또는 편물

의 조직과 표면에 무늬(motif) 또는 색상(color)을 부여하여 새

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여 보다 아름답고 창조적인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한 직물 설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Lee and

Lee(2007b)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천이나 종이 위에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나 색상의 변형을 장식하거나 직물을 짜는 것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모든 종류의 섬유디자인을 총칭하는 것이라

고 했다. 최근 들어서 텍스타일디자인은 전형적인 적용분야에

서 더 나아가 산업전반에서의 적용영역이 확대되어 소재, 재료

디자인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Kwon, 2009). 

텍스타일 디자인은 제품 제조기술에 따라 크게 사염디자인,

직조디자인, 편물디자인, 날염디자인, 자수디자인으로 분류되며

(Kwon, 1994), Kwon(2009)은 텍스타일 디자인을 용도에 따라

어패럴, 인테리어, 액세서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다

양한 기법이 복합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법 분류를 위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텍스타

일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디자인 상에 나타낼 사물의 형태

인 패턴과 그 패턴의 성격을 좌우하게 될 색감, 그리고 그 패

턴과 색채를 구체적,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될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패턴, 색채, 재료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예술성과 어떠한 방법으로 그려야 제품

으로 생산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공성, 그리고 유행

의 흐름에 맞춰 잘 팔리는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성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Kwon, 1994). 최근 들어 환경문

제가 부각됨에 따라 디자인의 환경성도 보다 중요한 요소로 확

산되고 있는데,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 또는

가공 및 그 가공 제품의 폐기 및 처분에 따른 환경오염의 측

면도 미리 예측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텍스타일 디자인은 예술 행위라는 측면과 사회 경제

적 구조라는 두 측면이 맞물려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잘 조율

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전문 인력의 양

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색채 트렌드에서부터 완제품 트

렌드의 유행 경향을 잘 파악하고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생

산 가능한 디자인을 아름답게 기획할 수 있는 디자이너 배출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관련 선행연구

패션, 의류 관련학과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 패션, 의류

학과의 교육 및 전체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Doh et al., 1994; Kim, 2000; Ku et al., 1999; Lee et

al., 1993; Rha et al., 2008), 패션마케팅(Lee & Lee, 2007a;

Lee & Park, 2007), CAD 및 의복구성(Choi, 1993; Hong &

Lee, 2011; Kim & Lee, 1999), 패션디자인(Choi, 2011;

Park, 2005), 패션코디네이션(Jo, 2001), 의류소재(Ju, 2011)에

중점을 두어 세부 분야에 대한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고 세

계적 경쟁력을 갖춘 패션, 의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

부분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텍스타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과정

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연구가 있었고, 최근

들어 다시 분석되고 있는 경향이다.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

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로 Kim(1994), Lee(1996), Lee and

Lee(2007b)의 연구가 있고, 텍스타일 디자인의 세부 전공으로

니트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Kim, 2011)가 있으며, 국외 대

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로 Char(1999), Choo

(1997), Kim(2001), Kwon(2009)의 연구가 있다.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중에서

Lee(1996)는 우리나라 4년제와 2년제 대학 중에서 섬유디자인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교과과정 및 이론과 산업관련

과목 구성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으며, 섬유디자인 교육

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과과정의 구성에 있어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대학에서 실용학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2년제

대학은 한 학기에 배정된 교과목이 많아서 한정된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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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전문적인 교과내용을 교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Lee and Lee(2007b)는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개설현황을 알아보고 각 대학별 전공 교과목을 염

색, 직조, 조형, CAD, 패턴디자인, 텍스타일재료, 프린팅, 패션

디자인, 현장실습, 마케팅, 자수디자인, 니트 디자인으로 구분하

여 학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전공

교과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대학

의 텍스타일 디자인교육은 미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디자인 교육과 섬유 각 분야에 대한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각 대학마다의 독특한 전문성이나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니트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니트 디자인 교육을 연구한 Kim(2011)은 우리나

라에서의 니트 디자인 관련 전문교육은 패션, 텍스타일 선진국

에 비해 역사가 짧고 니트 교육 전문가와 전문 교육기관이 많

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선행 연구들의 분석결과 국내 대학의 이론위주 교육과정이

문제가 되며, 산업체와의 연계가 필요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텍스타일 디자이너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업체 실무

자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텍스

타일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실무자들

의 면접을 통한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대한 견해를 조

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특화된 국내

4년제, 2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첫째,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업체실무자들의 면접을 통

한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대한 견해(문제점 및 극복방

안)를 조사한다.

둘째, 업체실무자들의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텍

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현황 및 교과과정을 분석한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단계 연구로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업체실무자들의 면

접을 통한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대한 견해(문제점 및

극복방안)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의 텍스타일 디자

인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을 실시하였다(Table 1). 질문 내용으로는 1. 현재 텍스타일 산

업에 대한 견해(긍정적 부분 및 부정적 부분) 2. 국내 텍스타

일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으로 구성되었다.

2단계 연구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섬유 및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이 독립 전공으로 개

설되어 있는 총 19개 대학(4년제 12개, 2년제 7개) 20개 학과

및 전공을 선정하였다. 학교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학과 및 전

공명칭에 섬유 디자인 또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둘째, 학과 및 전공명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

과정이 섬유 및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년제와 2년제 텍스타일 디

자인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각 대학의 학과 혹

은 전공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과과정 및 교과목 해설

을 참고하였고, 홈페이지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은 2012

년 개설 교과목을 기준으로 하였고, 교직과목과 교양과목은 제

외하였다. 학과계열 및 소속대학의 분류는 Rha et al.(2008)의

분류를 참고하였으며 교과목 분류는 Lee and Lee(2007b)의 연

구를 참고하여 추가 구성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산업체 실무자 면접 결과

4.1.1. 텍스타일 디자인산업에 대한 견해

텍스타일 디자인산업 종사자들의 텍스타일 디자인산업에 대

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업체의 텍스타일 디자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텍스타일 디자인이 어패럴뿐만 아니라 홈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텍스타일 디자인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아는 분들은 한 달에 디자인만 뭐 몇천만원대를 사세요. 해외

로 수출하는 원단업체들인데, 외국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업체로 다 가는 거죠. 막 사주니까.

(DTP studio department manager)

패턴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에 영국이나 유럽의 저희 같은 디자인 회사들이 들어와요.

Table 1.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Case Age Gender Work experience Position Job category Region

1 40s Female 15 years Department manager DTP studio Seoul

2 40s Female 24 years CEO Home textile Seoul

3 30s Female 3 years Textile designer Women's wear textile studio Daegu

4 50s Male 30 years Textile designer Women's wear textile company Daegu

5 40s Female 15 years Textile designer Textile & material planning studio Daegu

6 20s Female 5 years Textile designer Home textile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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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tile CEO)

 어패럴의 경우 최근 텍스타일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구요. 디자인의 고갈과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등장으로 인

해 각 브랜드별 시즌 컨셉을 텍스타일의 디자인으로부터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홈패션의 경우에도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레이저 컷, 변형된 위빙, 레이스 등 그 활용 범위를 넓

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원단 개발로 인해 패션섬유 산업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Women's wear

textile studio textile designer)

반면, 부정적 견해로는 텍스타일 디자인 또는 디자인 스튜디

오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뿐만 아니라 텍스타일 디자인이 적용

되는 산업체 실무자들 모두 낮다는 점, 소비자별, 브랜드별 시

장의 특성과 상관없이 외국 디자인을 카피하는 등의 획일화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이 많다는 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

분, 디자인 보호 정책이 부족한 점으로 나타났다. 

텍스타일 디자인이 원단 뿐만 아니라 제품들, 페이퍼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는데 텍스타일 디자인이 그렇게 많은 곳

에 적용이 된다는 이해도도 좀 작구요, 어패럴 쪽 브랜드에 계

신 분들도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으세요.

(DTP studio department manager)

우리는 이미 그런 독창성이나 이런걸 다 잃어버렸죠. 이제 문

제가 된 게 무엇이냐 하면 카피하는거 있잖습니까. (Home

textile CEO)

업체에서 의뢰하는 많은 디자인이 무작정 트렌드에 쫓아가는

경향이 많고, 기존의 브랜드 자체의 개발 디자인보다 매 컬렉

션 명품 브랜드의 변형된 디자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Women's wear textile studio textile designer)

카피위주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화 되고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 노출되어 있고, 지구 반

대쪽에 디자인이 금방 오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들로써는 오래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구요. (Textile & material

planning studio Textile designer)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텍

스타일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다

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

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DTP

studio department manager)

업체들이 와서 보고 간단한 건 눈으로 찍어가니까..이제는 그래

요. 그래 베낄려면 베껴라..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 디자인 전체를 다 의장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Home

textile CEO)

4.1.2.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

1) 상업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상업적

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졸

업작품전을 중심으로 하여 예술적, 감성적인 부분위주로 디자

인 교육이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

을 해서 시장성 있는 디자인개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무경력의 교육 담당

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상업적인 디자인에 대한 교육

은 인턴을 직접 받아서 가르친다는 업체의 응답도 있었다. 예

술적인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의 조화는 직접 실무를 경험해보

지 못하고는 적정선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산업체 실무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산학연계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

업과정을 개발하거나 산업체 경력자를 초빙하여 실무에 적합한

디자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산업체 실무중심의 인력양

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학생들이 상업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어

떻게 해야지 상업적인 디자인이 되는지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실무쪽으로 접목을 시키다 보면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마랑고니 같은 경우는 업체 경력이

없거나, 실무에서 일하지 않으면, 강의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냐면 트렌드는 매번 바뀌고, 요즘에는 특히 트렌드 자체가 없

을 정도로 너무 빨라요...그냥 수업 자체가...상업적인 것과 너

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무에 가서는... (DTP

studio department manager)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가... 그런 것

들에 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생

각과 감성을 가지고 풀기는 상업적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

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이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

교로부터 인턴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하고 3개월 하고 보내면

훨씬 낫게 된다는 거죠. (Home textile CEO)

업체인의 눈? 그런거요.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디자

인해보고 접목시켜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물론 대학 졸업

작품전 때 해보긴 하지만 각각의 수업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제품을 제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실용적인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Home textile

designer)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발상/표현, 직물/

복식사/미술사, 조형, 색채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학생

들이 예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지 상업적인 부분

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져

야 해요. (Textile & material planning studio Textile designer)

2) 문양 디자인에 집중된 교육 시스템

산업체 실무자들은 텍스타일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국내 대

학의 경우 텍스타일 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문양 디자인

에 집중된 교육을 하고 있어 실무적용 시 한계점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주로 소

재 디자인, 소재 직조법, 후가공 등 소재 특성이나 용도별 분류

에 따라 텍스타일 디자인의 적용을 다르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

다고 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소재의 종류와 가공법에 따라

서 문양의 색상이나 텍스쳐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분야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소재별, 용도별 분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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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실무에 근접한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

용에 대한 논의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디자인이 자카드 디자인...프린트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고,

뭐 이런 디자인은 홈에 더 맞을 것 같다. 어패럴에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것을 교육 과정에서 배우다보면, 학습이 되다 보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도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막

연히 그냥 어디를 가야겠다’, ‘여기를 너무 가고 싶다.’ 라기 보

다,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한테 맞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나도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할지 모르고.. 대학교 2학년부터 그런 과정들이 전

문화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DTP

studio department manager)

문양만 들어가는게 텍스타일 디자인은 아니에요. 원래는 소재

디자인도 가르쳐야 되고 물론 섬유공학과 보다는 빈도가 약하

겠지만 소재 디자인을 하려면 소재 직조법도 알아야 되요..그리

고 후가공 같은 것도..소재 디자인에 들어가요. (Home textile

CEO)

텍스타일이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패턴이 기본이 되어

서 자카드라는 영역도 나오고, 패턴 또한 섬유에다가 찍고, 천

이 만들어지는 것은 실이고... 소재잖아요. 소재에 대한 어떤 그

러한 것들을.. 소재라든지 텍스타일, 논 우븐이라던지 굉장한 다

양한 머테리얼에 대한 분석이나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야지... (Textile & material planning studio

textile designer)

3) 창의성 개발과 디자인 표현 능력 부족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손재주와 감각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자기만의 색깔로 표

현해 낼 수 있는 디자인 표현 능력이나 응용력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이를 키워줄 수 있는 창의성 개발과

디자인 전개 능력 및 기획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특정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문양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감성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이미지나 사물을 보

고 확산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을 일차원적으로 적용하여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이나 재료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미적 감각과 조형적 감각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실무진의 경우 디자인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텍스타일 디자이너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

하였다. 즉, 창의성 개발 및 디자인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해서

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통해서 미적 감각과 미술적인 기본기를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학년에서 트레

이닝하여 고학년 프로젝트과정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매 학년마

다 필수 교과목으로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미지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문양을 만들어야 될지 몰

라요...텍스타일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문양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이 안 되다 보

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필을 받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래이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분석도

안 되고, 깊이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트렌드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트렌드의 네임, 그런 통하는 이름들 있잖아

요. 의사들도 통하는 의학용어가 있듯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

는데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만한 감성관련 교육이나 프

로그램도 없고. (DTP studio department manager)

창의성이라던지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던지 그러한 것들

도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기.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기.. 그런 것을 표현하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

인데, 가시적인 것, 비주얼적인 것. 이런 것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디자인이 획일화 된다고 해야 하나요? (Textile &

material planning studio textile designer)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잔머리가 좋아

요. 잔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좋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나

라 디자이너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죠.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하기에 앞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

죠. 이미지, 발상 등. 예로 저희가 이번에 인턴 4명을 교육시

키면서 디자인을 하고나서 항상 디자인 제안서를 쓰라고 그랬

어요. 니가 뭣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근데 학생들은 그게 안 익숙한 거죠. (Home textile CEO)

4)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응용력과 리서치 분석력 부족

텍스타일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을 통해 어패럴, 홈패션, 가

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즉, 상품 컨셉과 타

겟 마켓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각 분야의 상품 컨셉을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모티브를 수

집, 분석하여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

은 참고자료 조사와 반복적인 작업, 각 단계별 협력을 통한 통

합 프로젝트 체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 교육에

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실무자들의 대부

분이 언급하였으며, 자료수집, 상품기획, 컨셉개발, 텍스타일 디

자인개발, 최종상품 제작 등의 모든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직접

진행하여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체와의 콜라보레이

션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서는 고학년에서의 프로젝트 참여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저학년부터 관련 교과목들의 연계를 통해 단계별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식물, 곤충, 동물, 사물,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현상 등 모든 것

이 모티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텍스타

일 디자인 분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쌓을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Women's wear textile

studio textile designer)

응용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의 컬렉션을 진행하

기 위해서 하나의 컨셉 하에 많은 디자인들을 응용하고 또 응

용하고 해서 거기서 셀렉하고 또 셀렉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국 학생들은 딱 그 주제, 컨셉하에 디자인 하나를 개발하고 나

면 더이상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DTP studio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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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전통문양 디자인인데 그것을 뽑아서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어

떻게 모디파이 시키면 또 멋있는 디자인이 나올까? 따보기 전

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도상에서 앉아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한 능력들이.. (Women's wear textile

company textile designer)

애들한테 트렌드 컬러 색깔 만들어라 하면요 한 컬러 딱 칠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그래서 내가 그래요...너 정말 프로구

나...나는 그 컬러 만들려면 칩을 한 50개는 만들어 놓고 고르

는데...애들이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Home textile CEO)

모든 의류나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나 건물외곽에도 사용 될

만큼 텍스타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어떻게 접

목시키나? 어떤 아이디어를 더 첨가 하느냐? 하는 사고의 전환

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좀 부족하죠.

(Home textile designer)

4.2.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현황 및 분류

4.2.1.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현황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개설현황을 알아보

고 분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총 19개 대학의 20개

학과 및 전공의 분포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012년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개

설현황을 보면 12개 대학의 13개 학과 및 전공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 지정하고 있으며, 2년제 대학

텍스타일 디자인학과 개설현황을 보면 7개 학교의 학과 및 전

공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 지정하고 있

다. 1995년 총 12개 대학(Lee, 1996), 2006년 총 17개 대학

(Lee & Lee, 2007b)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가 개설되

었음을 봤을 때 2012년 현재 텍스타일 디자인학과의 수가 총

19개 대학으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텍스타일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텍스타일 특성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분포를 살펴보면 1995년 4년제 6개

대학, 2년제 6개 대학(Lee, 1996), 2006년 4년제 14개 대학,

2년제 3개 대학 이였던 것이 2012년 4년제 12개(13개 학과/전

공) 대학, 2년제 7개 대학으로 그 구성이 변화하였다. 2006년

과 비교하여 4년제 대학은 2개 대학이 줄어든 반면 2년제 대

학은 4개 대학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텍

스타일 디자인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4

년제 대학에서의 깊이 있는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Lee & Lee, 2007b), 4년제 대학에

비교해서 2년제 대학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능력과 실

용주의 직업사회화에 따른 직업 인력양성 및 중견기술 인력양

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분포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개수는 Table 3

과 같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서울 5개(25%), 경기 2개(10%),

Table 2. Current state of colleges textile design-related departments in Korea

Section College School/Division Department/Major Region

4-

year

college

Duksung Women's University Art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Art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lastic Art School Major of Textile Art

Konkuk University Art & Culture School Major of Textile Design

Hogik University Fine Art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Art/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Seoul) Art & Physical School Major of Textile Art

Sangmyung University(Cheonan) Design School Major of Textile Design
Gyeonggi

Hanyang University(Anshan) Design School Major of Textile Design

Mokwon University Fine Art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 Coordination Daejeon

Keimyung University Fashion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Daegu

University of Ulasn Design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Gyeongbuk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lastic Design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Gyeongnam

Silla University IT/Design School Major of Fashion Material Design
Busan

Dong-A University Art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Art Design

2-

year

college

Hanyang Women's University Engineering Department of Textile & Fashion Design

SeoulSoongeui Women's College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 Metal Design

Myongji Jonior College Division of Design Department of Fashion Textile & Ceramic

Gangdong University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 Coordination

GyeonggiYong-In Songdam College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 Fashion Design

Shingu College Division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 Clothing Coordination

Korea Polytechnic Colleges Textile & Fashion School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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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개(5%), 대구 1개(5%), 경북 1개(5%) 경남 1개(5%),

부산 2개(10%) 학과로 나타났으며, 2년제 대학의 경우 서울 3

개(15%), 경기 3개(15%), 대구 1개(5%) 학과로 나타났다. 대

부분의 텍스타일 디자인학과들이 서울 및 경기권과 경상남북권

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및 경기권에 보다 많이 집중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분류

전국 4년제, 2년제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를 Rha

et al.(2008)의 분류를 참고하여 계열별로 분류해 본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예술&디자인 계열 12개(98%), 패션 계열

1개(2%)로 분류되고, 2년제 대학의 경우 자연과학 계열 1개

(14%), 예술&디자인 5개(72%), 패션 계열 1개(14%)로 분류되

어 4년제, 2년제 모두 예술과 디자인 소속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경우 초기 섬

유공예, 응용미술과 등에서 시작되어 후에 섬유/텍스타일 디자

인학과로 분리 개편되어 명칭을 변경한 경우가 많은 것이 영향

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과거 우리나라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

은 공예학과나 응용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에서 교과 과

정의 일부분으로 공예중심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졸업 후 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와 필요

성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인 인력을 양성해 내기위

한 차별화되고 독립된 텍스타일 디자인학과들이 많아졌다. 

4년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들은 예술&디자인 계열 내

에서도 예술, 예술문화, 조형예술, 조형디자인, 디자인, IT/디자

인, 미술, 예체능 대학으로 다양하게 명칭이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과/전공 명칭의 경우 섬유, 텍스타일 디자

인의 명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도 코디, 코디네이션, 예술,

조형, 미술 등의 용어를 같이 사용하여 소속대학에 따라 학과/

전공 명칭이 차별화되어 있었다. 

4.3.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과정 구성 분석

4.3.1.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 분류 및 구성

교과목의 세부분류는 선행연구(Lee & Lee, 2007b)에 나타난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와 토의를 거쳐 수정

하였으며, 교과목 명칭과 실제 수업 내용은 각 학과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Table 3. Regional distribution of textile design-related departments                                                                N(%)

Section
Region

TTL
Seoul Gyeonggi Daejeon Daegu Gyeongbuk Gyeongnam Busan

4-year college 5(25) 2(10) 1(5) 1(5) 1(5) 1(5) 2(10) 13(65)

2-year college 3(15) 3(15) 0(0) 1(5) 0(0) 0(0) 0(0) 7(35)

TTL 8(40) 5(25) 1(5) 2(10) 1(5) 1(5) 2(10) 20(100)

Table 4. Classification of textile design-related departments 

Classification School/Division Department/Major N T(%) Classification School/Division Department/Major N T(%)

4-year course 2-year course

Natural 

Science
- - - -

Natural 

Science
Engineering

Department of Textile & 

Fashion Design
1 1 (14)

Art & 

Design

Art

Department of Textile Art 1

12

(98)

Art

&

Design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 

Coordination
1

5

(72)

Department of Textile Art 

Design
1

Art & Culture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1

Plastic Art Major of Textile Art 1 Department of Textile & 

Metal Design
1

Plastic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1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2 Department of Textile & 

Fashion Design
1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1

IT/Design
Major of Fashion Material 

Design
1

Department of Fashion Textile 

& Ceramic
1

Fine Art

Department of Textile Art/

Fashion Design
1

Department of Textile & 

Coordination
1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Textile & 

Clothing Coordination
1

Art & Physical Major of Textile Art 1

Fashion Fashion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1 1 (2) Fashion
Textile & 

Fashion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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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교과목 분류 및 구성을 나

타낸 Table 5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

은 기초 분야,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 직조 분야, 염색/프린팅 분

야, 마케팅 분야, 산학 협동 분야, 기타 총 7개로 분류되었다. 기

초 분야의 경우 발상/표현, 직물/복식사, 조형, 색채, 의복구성, 일

러스트레이션, 텍스타일 소재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의 경우 평면 디자인, 입체 디자인, 패턴 디자인, CAD/

Digital, 완제품 디자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직조의 경우 직

조 기법, 니트, 타피스트리, 자수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염색/

프린팅의 경우 디지털 프린팅, 실크스크린, 염색 기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케팅의 경우 정보분석/소재기획, 완제품 기획,

광고/프로모션, 마케팅/머천다이징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산학연계 및 기타 분야가 있다.

교과목 분류에 따른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면,

입체, 패턴, CAD/디지털, 완제품 디자인을 포함한 텍스타일 디

자인 분야의 총 학점은 637학점으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

과의 전체 교과목 중에서 31.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 중에서 평면 디자인의 경우 써

피스 디자인, 기초평면(디자인)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2.1%), 입체 디자인의 경우 섬유 예술, 텍스타일 아트 등의 교

Table 5. Proportion of the curriculum subjects in textile design-related departments

Area Subject Area Name of Subject Total Credits %

Basic

Imagination/Expression
Design Conception, Image Concept Training, Basic Expressional Technique, 

Create Concept Design, etc
32 1.6

Textile/Art History History of Textile, History of Western/Eastern Arts, etc 109 5.5

Formativeness Fiber Construction, Plastic Design, etc 64 3.2

Color Color Expression, Color Research, Color Theory, etc 87 4.4

Clothing Construction Draping, Pattern Making, Clothing Construction, etc 65 3.2

Illustration Fashion Drawing, Fashion Illustration, Dessin, etc 148 7.4

Textile Material
Analysis of Textile, Textile Material Analysis, Textile Materials, Textile Material 

Research, etc
31 1.6

Subtotal 536 26.9

Textile

Design

Flat Design Surface Design, Basic Design, Flat Design, etc 42 2.1

Cubic Design Textile Art, Cubic Design, Art Textile, etc 157 7.9

Pattern Design Textile Pattern Design, Traditional Pattern Design, Etc 178 8.9

CAD/Digital Digital Textile Design, Textile CAD, etc 120 6.0

Product Design Interior Textile Design, Apparel Textile Design, etc 140 7.0

Subtotal 637 31.9

Weaving

Weaving Techniques Weaving Techniques, Weaving Design, Jacquard Design, Advanced Weaving, etc 24 1.2

Knit Knit Design, etc 26 1.3

Tapestry Contemporary Tapestry, Advanced Tapestry, etc 63 3.2

Embroidery
Embroidery Design, Embroidery Expressing Techniques, Traditional/

Contemporary Embroidery, etc
14 0.7

Subtotal 127 6.4

Dyeing/

Printing

Digital Printing Textile printing, Screen Printing, D.T.P, etc 202 10.1

Silk Screen Silk Screen, etc 55 2.7

Dyeing Techniques
Dye Expressing Techniques, Natural Dyeing, Textile Dyeing Experiment, 

Advanced Dyeing, etc
51 2.5

Subtotal 308 15.3

Marketing

Information Analysis Trend Analysis and Merchandise Plan, Textile Research and Material Plan, etc 33 1.6

Product Merchandising Fiber Art Studio, Textile Merchandising, etc 53 2.6

Promotion Textile Exhibition Planning, Textile Coordination, VMD, etc 133 6.7

Marketing/Merchandising Textile Marketing, Textile Merchandising, Design & Management, etc 54 2.7

Subtotal 273 13.6

Coop Education Textile Design Semester Internship, Field Study, etc 73 3.6

Others Textile Design English, Textile Portfolio, etc 45 2.3

TTL 19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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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7.9%), 패턴 디자인은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전통문양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8.9%). CAD/디

지털 디자인은 디지털 섬유 디자인, 컴퓨터 직물, 텍스타일

CAD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6.0%), 완제품 디자인은 인테리어

텍스타일 디자인, 패브릭 텍스타일 디자인 등의 교과목을 포함

하고 있다(7.0%).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발상/표현, 직물/복식/미

술사, 조형, 색채 분야를 포함한 기초과목 분야로 총 536학점

으로 26.9%를 차지했다. 발상/표현은 발상과 표현, 디자인 발

상, 기초표현기법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총 32학점으로

1.6%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직물/미술사 분야는 텍스타일 디

자인사, 공예사, 디자인 문양사, 복식미학 등 이론 과목이 대부

분을 구성하였다(5.5%). 조형 분야는 기초조형, 섬유조형, 섬유

입체조형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고(3.2%), 색채 분야는 색

채실기, 색채표현, 색채학 등 이론과 실기 과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4.4%). 의복구성/과학 분야는 드레이핑, 패턴 메이킹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3.2%),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패션

드로잉,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소묘 등의 패션분야의 기초를 교

육하는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다(7.4%). 텍스타일 소재 분야는

섬유소재 연구, 직물분석, 섬유재료 등 주로 직물을 분해하고 성

질의 특성을 알아보는 교과목으로 이론과 실기 과목 모두를 포

함하고 있으며 총 31학점으로 1.6%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디지털 프린팅, 실크스

크린, 염색 기법을 포함한 염색/프린팅 분야로 총 학점은 308

학점으로 15.3%를 차지했다. 염색/프린팅 분야 중에서 디지털

프린팅은 섬유 프린팅, 프린팅 디자인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고(10.1%), 실크스크린은 대부분 실크스크린의 명칭을 쓰며

(2.7%), 염색기법은 염색표현기법, 자연염색 등의 교과목을 포

함하고 있다(2.5%). 

정보분석/소재기획, 완제품 기획, 광고/프로모션, 마케팅/머천

다이징을 포함한 마케팅 분야의 총 학점은 273학점으로 13.6%

를 차지하였고 트렌드분석 방법론, 텍스타일 상품기획, 전시기

획, 텍스타일 마케팅, 텍스타일 머천다이징 등의 교과목을 포함

하고 있다(1.6%). 그 외에 직조 기법, 니트, 타피스트리, 자수를

포함한 직조 분야의 총 학점은 127학점으로 6.4%를 차지했고,

직조 분야 중에서는 자수 분야가 총 14학점으로 0.7%의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장실습/산학연계, 기타 분야의 총

학점은 각각 73학점(3.6%), 45학점(2.3%) 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같이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력학과에서는 텍

스타일 소재 및 발상/표현 분야의 교과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 및 신소재 관련 교과목과 직조 분야 중에서

도 자수 관련 분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산업체

실무자들의 면접결과 텍스타일 디자인은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섬유 소재의 특성에 맞는 제직, 편직, 염색, 가공, 날염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기법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시키고

감성과 감각을 더하여 섬유소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텍스타일 디자이너는 섬유 소재에 대한 기초지

식 없이 시장성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창출해 낼 수 없으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 내는 능력이 없다면 창의

적인 디자인을 고안해 내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전국 텍스

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교과목

구성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드스터

디, 현장실습 등과 같이 산학연계를 위한 교과목의 비중은 비

교적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무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중심의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무프로세스 및 업체환

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산학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회성

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산업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할 것이다.

4.3.2. 지역에 따른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별

평균 학점수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별 평균 학점수를 지역

에 따라 비교한 Table 6을 살펴보면 전국 텍스타일 디자인 관

련학과의 전공 교과목별 평균 학점은 4.00학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경남 지역의 대학이 5.48학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

기 지역의 대학이 5.10학점, 대구 지역의 대학이 5.08학점, 부

산 지역의 대학이 4.38학점, 경북 지역의 대학이 4.24학점, 대

전 지역의 대학이 4.04학점, 서울 지역의 대학이 3.48학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Ju(2011)의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을 분석

한 연구와 비교해 봤을 때 대학 지역별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

구성이 수도권 대학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은 교직과 교양을 제외한 텍스

타일 디자인학과에서 개설된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서 학점의 구성과 편성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별 평균 학점수를 살펴

보면 염색/프린팅 분야 중에서 디지털 프린팅이 10.10학점으로

가장 높았고,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 중에서 패턴 디자인 분야가

8.90학점, 입체 디자인 분야가 7.85학점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는 반면 직조 분야 중에서 직조 기법 분야 1.20학점, 니

트 분야 1.30학점, 타피스트리 분야 3.15학점, 자수 분야 0.70

학점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케팅 분야 중에서 트렌드를 분

석하고 소재를 기획하는 정보분석/소재기획 분야의 경우 1.65

학점으로 광고/프로모션 분야가 6.65학점인 것과 비교하여 낮

게 나타났으며 텍스타일 소재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해를 돕는

텍스타일 소재 분야도 1.55학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

술,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직조 분야와 소재의 이해,

기획 등과 관련된 분야의 평균 학점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교과목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별 평균 학

점수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직조 분야

중에서 니트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3.25학점으로 전국 평균



90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5권 제6호, 2013년

1.30학점보다 높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니트 교과목이 개설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타 지역의 텍스타일 디자인학과에서

니트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텍스

타일 정보분석/소재기획과 완제품을 기획하는 마케팅 분야에서

도 비교적 높은 평균 학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한 전공개설의 분포를 볼 수 있다. 경기 지역은 직조 분야

중에서 타피스트리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33.6학점으로 전국

평균 3.15학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조 기법에 대

한 분야도 1.8학점으로 전국 평균 1.20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

나 직조 기법 및 타피스트리 분야가 특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은 발상/표현, 직물/복식/미술사, 조형, 색채 분

야의 평균 학점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텍스타일 디자인에 필

요한 기초 지식, 활용에 대한 교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프린팅, 염색 기법과 같은 염색/프린팅

분야의 평균 학점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텍

스타일 디자인 교과목의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여 텍스타일 디

자인 분야의 경우 평면, CAD/디지털 디자인 분야와 타피스트

리 분야를 제외한 직조 분야, 염색/프린팅 분야에서는 실크스크

린 분야, 마케팅 분야에서는 정보분석/소재기획, 완제품 기획 분

야, 그 외에 현장실습/산학연계 분야의 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기존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좀 더 세분화, 다양화된 교과

목 개설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구는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 중에서 입체, 패턴, CAD/디지

털 디자인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각각 14.5, 12.5, 9.5학점으로

전국 평균 7.85, 8.90, 6.00학점 보다 높게 나타나 소재 응용에

대한 교과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제품 기획,

광고/프로모션, 마케팅/머천다이징과 같은 마케팅 분야의 평균

학점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현장

실습/산학연계 평균 학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 지역은 대전과 비슷

하게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의 분포가 다양하지 못한 반면 디

지털 프린팅의 평균 학점수가 30학점으로 전국 평균 10.10학점

Table 6. Average number of credits in textile design-related departments according to region

Area Subject Area
Region

Seoul Gyeonggi Daejeon Daegu Gyeongbuk Gyeongnam Busan Whole Country

Basic

Imagination/Expression 1.25 0.8 4 3 4 4 0 1.60

Textile/Art History 4.75 2.6 7 5.5 6 11 11.5 5.45

Formativeness 3 2.8 8 0 0 6 6 3.20

Color 4.13 5.4 8 1.5 8 8 0 4.35

Clothing Construction 2.13 7 0 2 0 4 2.5 3.25

Illustration 7.88 8.4 9 3.5 8 4 7.5 7.40

Textile Material 0.75 1 0 4.6 0 6 2.5 1.55

Textile

Design

Flat Design 3 1.2 0 1.5 4 2 1.5 2.10

Cubic Design 6.5 9.6 6 14.5 0 4 9 7.85

Pattern Design 7.25 8.4 10 12.5 16 8 9.5 8.90

CAD/Digital 4.38 5.8 0 9.5 4 6 13.5 6.00

Product Design 7.25 4.4 18 6 18 12 0 7.00

Weaving

Weaving Techniques 0.75 1.8 0 0 0 0 4.5 1.20

Knit 3.25 0 0 0 0 0 0 1.30

Tapestry 2.13 33.6 3 11 0 0 1.5 3.15

Embroidery 0.75 0 0 0 6 2 0 0.70

Dyeing/

Printing

Digital Printing 9 5.6 14 5 30 3 7.5 10.10

Silk Screen 1.5 3.4 0 6 2 4 4 2.75

Dyeing Techniques 1.5 2.4 4 1.5 0 2 9 2.55

Marketing

Information Analysis 2.37 1.2 0 1.5 0 5 0 1.65

Product Merchandising 3.75 1.4 0 6 0 0 2 2.65

Promotion 2.75 13.2 7 10 0 5 6.5 6.65

Marketing/Merchandising 2.5 2.8 3 3 0 2 4.5 2.70

Coop Education 2 2.8 0 16 0 4 3.5 3.65

Others 2.38 1.8 0 3 0 5 3 2.25

Average Credits 

(Total Credits)

3.48

(86.9)

5.10

(127.4)

4.04

(101)

5.08

(127)

4.24

(106)

5.48

(137)

4.38

(109.5)

4.00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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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고, 반면에 정보분석/소재기

획, 완제품 기획, 광고/프로모션, 마케팅/머천다이징과 관련된

마케팅 분야의 교과목 개설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은 발상/표현, 직물/복식/미

술사, 조형, 색채 분야의 평균 학점이 전국보다 높았으며, 텍스

타일 소재 분야의 학점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산은 입체, 패턴, CAD/디지털 디자인의 평균

학점수는 높은 반면 완제품 디자인의 교과목 개설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 텍스타일 디자인을 응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어

패럴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등과 같은 완제품 디자인 교과

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지역에 따른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별 평균 학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현재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

은 미적, 조형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디자인 교육과

섬유 각 분야에 대한 실기교육으로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양성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위치한 대학마다 부족한 교과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있어 텍스타일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접하는 것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기본적으로 필

요한 발상/표현, 직물/복식사/미술사, 조형, 색채 분야에 대한 교

육을 받은 후 학생들이 예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

지 상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교육내용

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산업체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학생들 본인이 진로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교과목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

용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3.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과정

비교 분석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과정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4

년제와 2년제 학교의 교과목 학점에는 교과목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제 대학에 비해서 완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 소재, 직

조 기법, 정보분석/소재기획 분야를 다룬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텍스타일 디자인에 필요한

소재의 이해와 가공 및 직물을 짜는 방법 등에 대한 교과목인

직조 기법과 관련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의 작업성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완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트렌드 분석과 정보리서치

및 텍스타일 디자인에 필요한 소재를 기획하는 정보분석/소재

기획 분야의 교과목과 관련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의 시장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 

2년제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입체 텍스타일 디

자인, 실크스크린, 의복구성/과학 분야를 다룬 교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은 디자인, 예술, 조형과

관련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의 심미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4

년제 대학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교과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발상/표현, 직물/미술사, 조형, 색채와 같은 기초교과목

의 경우는 4년제와 2년제 대학 모두에서 학점의 비중이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상/표현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4년제

와 2년제 대학 모두 학점 평균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낮게 나

타났는데, 디자인 기법교육에 관한 과목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지만 이미지 발상, 독창성 강화 교육 등의 교과목은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직조 분야 중에서도 니트, 타피스트리, 자수

를 다룬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점평균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4년제, 2년제 대학 모두에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섬유, 패션산업에서 허리 축을 담당하고 있

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subject credits

between 4-year and 2-year colleges in Korea

Area Subject Area

Course

4-year 

College

2-year 

College
t-value

Basic

Imagination/Expression 1.92 1.00 .347

Textile/Art History 6.85 2.86 .071

Formativeness 3.31 3.00 .860

Color 5.08 3.00 .283

Clothing Construction 2.00 5.57 .046
*

Illustration 4.85 12.14 .200

Textile Material 2.38 0.00 .018
*

Textile

Design

Flat Design 3.00 0.43 .077

Cubic Design 5.23 12.71 .003
**

Pattern Design 7.85 10.86 .183

CAD/Digital 5.92 6.14 .919

Product Design 10.08 1.29 .002
**

Weaving

Weaving Techniques 1.85 0.00 .040
*

Knit 1.62 0.71 .654

Tapestry 2.00 5.29 .067

Embroidery 1.08 0.00 .063

Dyeing/

Printing

Digital Printing 12.46 5.71 .109

Silk Screen 1.69 4.71 .018
*

Dyeing Techniques 2.77 2.14 .775

Marketing

Information Analysis 2.31 0.43 .043
*

Product Merchandising 3.38 1.29 .253

Promotion 3.77 12.00 .092

Marketing/Merchandising 3.00 2.14 .560

Coop Education 3.62 3.71 .970

Others 3.31 0.29 .012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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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 분야인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대학의 교육현황과 문

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타일 디자인산

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국내 텍스타일 디

자인 교육의 문제점으로 상업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 문

양 디자인에 집중된 교육 시스템, 창의성 개발과 디자인 표현

능력 부족,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응용력과 리서치 분석력 부족

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력학과들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권과 경상남북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 분류

및 구성을 분석한 결과 텍스타일 소재 및 발상/표현 분야의 교

과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 및 신소재 관련 교

과목과 직조 분야 중에서도 자수 관련 분야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았다. 넷째, 지역에 따른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

과목별 평균 학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직조 분야 중에서

니트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높았고, 경기 지역은 직조 분야 중

에서 타피스트리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대전은 발상/표현, 직물/복식/미술사, 조형, 색채 분야로

구성된 기초 과목의 평균 학점이 높은 편인 반면, 텍스타일 디

자인 교과목의 분포가 다양하지 못했다. 대구는 텍스타일 디자

인 분야 중에서 입체, 패턴, CAD/디지털 디자인 분야와 현장실

습/산학연계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았다.

경북 지역은 디지털 프린팅 분야의 평균 학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마케팅 분야의 교과목 개설은 아주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은 텍스타일 소재 분야의 학점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은 완제품 디

자인의 교과목 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

한 결과 2년제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입체 텍스타

일 디자인, 실크스크린, 의복구성/과학 분야를 다룬 교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 실무자들의 면접 결과 학생들의 창

의성 및 디자인 표현능력의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텍스

타일 소재 및 발상/표현 분야의 교과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 기초교과목에 대한 구성 비율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발상/표현과 관련된 교과

목들은 실무적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미지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개발과 제안서를 작성, 이미지북 제작 등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교과목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창의성 관련 교육은 업체 취업 시 디자인 도용 및 카피와

관련된 기초적인 인식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교과목으로 저학년에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학년별 단계적으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

생들의 디자인 발상을 상품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텍스타

일 디자인학과의 각 수업 간 융합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을 하기위해서는 학생들의 상업적

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소재별, 용도별 분류를 고려한 전문

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창의

성 및 예술성 측면과 시장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창의력을 살려서 디자인 개발을 하여 이를 시장

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저학년부터 예술적인 부분

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 상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진로결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달리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소재 및 용도에 따라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적용방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텍스타일 소재분야 교과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테리어, 어패럴, 홈 텍스타일 등 완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교과목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기초분야인 텍스타일 소재분야의 교과목 개설 증원이 필요

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교과목 간의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완제품 디자인은 텍스타일 적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그

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이며 소재는 어떤 것인지 등

관련 정보들의 통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섬유, 패션산업의 환경변화에 맞는 교과목 개설이 요

구된다. 새로운 소재 및 신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및 신소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비율은 상대적으

로 낮았다. 또한 패션, 소재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고, 디자인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정분쟁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교과목의 개설현황은 볼 수 없

어 이와 관련된 새로운 교과목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창의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텍스타일 디

자인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인 디자인 카피와도 연관성이 있다.

업계에서 문양 및 디자인 카피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들은 텍스타일 디자인 자체에 대한 가치인식조차 제대로 성립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산업체 실무자들의 면접 분석과정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전국 텍스타일 디자인관련 전공을 보유한 학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지적재산권, 특허, 디자인 리

소스의 활용 및 각종 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수집 등과 연

계된 교과목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텍스타일 디자인의 전공기초과목과 응용, 전공심화과

목 등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산학연계, 프

로젝트 등의 교과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회성 또는 취업과

잘 연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산학협력이 잘되면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진로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졸업생

의 경우에 국한되어서 실행되기 보다는 저학년 때부터 장기적

프로젝트로 산학연계가 될 수 있다면 산업체와 학생 모두 긍정

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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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교과목 학점의 평균을 비교하여 제한된 분석을 하였지

만 향후 연구에서는 교과목수, 이론과 실기의 비중 등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과목을 분류하

는 과정에 있어 각 학교에서 명시해놓은 교과목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분류하여 교과목 명칭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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