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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urrent conditions of fashion education organizations i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in Korea, the 
department of clothing was most frequently found in the fields of everyday science and natural 
science and design was most frequent in art related fields. 2. As for the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in China, the department of design was usually found in the fields of spinning and weav-
ing, art, fashion, and others, and a college was dedicated to is having departments related to the 
fashion industry, much larger in scale compare to Korea. 3. Subject analysis found that both 
Korea and China put the most weight on the subject of design than any other fields. 4. Subject 
analysis of the fashion related departments in Korea found that all three department groups put 
considerable weight on clothing design and clothing composition subjects with other subjects hav-
ing greater parts in the curriculum. 5. As for the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in China, de-
sign-related subjects were most frequently found, irrespective of the title of the fashion depart-
ment, and the subjects concerning fashion marketing were widely distributed. 6. It seems that the 
curriculum for fashion colleges in China have been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before absorptive integration and setting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7. For the curriculum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ones and to develop practical subjects in association with experts in actual fields. 
Chin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local characteristics due to its global curriculum and lar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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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도 벌써 10년이 흘러갔다. 세기말에 예측한

많은 변화에 대한 추이는 보다 빠르게 이행되고 있

으며 패션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력을 갖춘 기업들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패션비즈니스 환경에서 성장

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

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의 방향에 따라 교육 방향도 변

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패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패션브랜드의 경우,

‘2012/2013 한국패션브랜드연감’에 의하면 1916개의

업체가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 이

는 2008년 2058개, 2010년 1862개로 2010년에 비해

2.9% 상승한 수치인 것으로 알 수 있다.

국내 시장의 변화 중 주목할 점은 ZARA, GAP,

UNICLO, H&M 등의 글로벌 패스트 패션브랜드들

의 국내 판매활동, 국내 브랜드인 르샵, 플라스틱 아

일랜드, 로엠 등 글로벌 소싱시스템을 구축한 중저가

여성복 브랜드들의 가담과 파파야의 가세 등으로 국

내 패스트 패션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고, 세계 패

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패션산

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 국가이며, 거대한 소비시장인 중국의 현황은 국

내 내수 활성화로 내수기업들이 성장을 계속하겠지

만 시차를 두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

능성이 높다.

1994년 중국의 섬유의류 수출액이 전 세계 섬유의

류업의 13.2% 차지하여 세계에서 섬유부분의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가 되고, 1997년에 사유재산제 인정과

함께 의류업체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생겨

남으로써 다양한 의류시장을 형성하며 변모하기 시

작했다. 주변 국가의 인건비 상승으로 국외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중국 내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섬

유 및 의류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유럽과 미주로 우

수한 수출 가공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패션산업은 1997년 ‘명사명품 프로젝트’를 통

해 패션디자이너의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자국 브랜

드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쟁을 시작

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경

쟁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2)

이처럼 생산 위주의 중국 패션산업은 자국의 패션

브랜드에 주력하면서 생산을 넘어서는 단계에 서 있

으며, 유통 및 판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 모두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변

화에 맞춰 상품력을 갖춘 디자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함께 시장 수요에 상응하는 패션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 1수출국

이지만 앞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로 뿐만 아니라 한국

을 위협하는 패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

어, 현재 한국과 중국의 패션교육기관의 현황을 분석

하고 교과과정을 확인하여 시대에 부합하는지 평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패션교육기관 관련의 1990년대 연구들을 살

펴보면, 이해영3)의 연구에서는 의류관련학과 명칭이

의류학과, 의상학과, 의류직물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생활학과 순으로 나타났고, 교과과정의 경우 의복

구성설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라 전체 교과과정

의 흐름을 알 수는 없었다.

김소현4) 연구에서는 교과과정이 학문의 틀 속에

갇혀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어렵고,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기존의 패션디자

이너 양성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이는 1990년대에 디자인 위주의 교과과정이 지배

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산업체와의 협조보다 연구 중

심으로 설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양숙 외5)의 연구에서는 전공/학과 명칭이 패션,

산업 등 산업과 연계한 학과 성격으로 조정을 보여

주지만, 명칭과 상관없이 교과과정은 디자인 및 제품

생산의 교과과정의 비중이 크고, 산업 및 시장정보

관련 교과목 비중이 낮다고 하였다.

김효은6)의 연구는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패션디자인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요 전공과목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의복구성분야, 복식디자인 분야는 차이

없이 개설되고 있으나, 이론과목과 피복과학은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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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현장 실습 분야는 전문대학이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대 이호정7)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경우 공통적으로 패션디자인학과가 50.0%이

상, 패션마케팅학과가 12.0% 정도로 지역특성화을

고려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문대의 경

우 패션 분야의 모집학과 수 및 정원수와 유사할 정

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뷰티/미용관련 학과를

주목했는데,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모집 정원수에

10.0% 정도이지만,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수임 외8)의 연구에서 패션 관련 학과의 명칭이

생활과학계열과 예술계열을 중심으로 디자인 용어가

포함된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속 대학에

따라 전공 명칭이 차별화되고, 교과과정도 다소 차별

화되었으나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육성이 부족하며

차별화되지 못하고 취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

족하다고 하였다.

나영주 외9)의 공동연구 발표에서는, 피복과학 분

야, 의복구성분야, 복식사/박물관 분야, 디자인 분야,

패션마케팅 분야로 나누어 인재상을 정리하였다. 조

사 결과에 따르면 분과별로 차별화된 소양을 요구하

는데, 이를 위하여 전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의류학 분야와의 융합, 적용을 전제로 한 교과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과

과정을 수립할 때 현장 적용이 목적인 과목과 이론

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조화시켜야 한다

고 하였다.

김은애 외10)의 패션산업 인력 배출 현황 조사사업

에서는 의류패션 관련학과가 자연계열을 바탕으로

(48.5%) 전개되고 있으며, 교과과정에서 디자인 분

야(31.5%), 의복구성(20.4%), 마케팅(16.2%), 섬유과

학(15.0%), 복식사(5.7%)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1999년대 교과과정 분석 시 패션마케팅, 패턴 쪽의

보완된 교육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교과목 편제는 세

분화, 다양화된 의류패션 산업 영역과 업무에 접근하

려는 관련학과의 노력을 반영하였고, 전문대학의 경우

는 디자인(33.3%), 의복구성(36.7%), 마케팅(10.0%)

등 4년제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능적 실무영역

에 더 집중하여 의류패턴제작, 남녀 의복구성 등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전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의 패션교육기관에 관한 연구는 1990

년대 초부터 2010대까지 꾸준히 이어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조사 연구되어 온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중국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은 동성천
11)의 중국 국공립대학 복장계열 학과의 현황 연구와

여월12)의 중국의 패션산업 및 교육 현황 연구 정도

로 현재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성천

의 연구의 경우 복식학계열 일부 대학의 교과과정을

정리하였고, 여월의 연구의 경우는 패션교육을 연구

하였으나 대표적인 교육기관을 소개했을 뿐 교과과

정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중국 패션산업에 중요도에

비해 관련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분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 패션 관련

대학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패션기업

에 적응할 수 있는 패션 전문 인재양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패션교육에 관한 선행된 연구

조사를 한다.

둘째,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및 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및 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패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방안

을 제시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조사

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사이트(http://kess.ked

i.re.kr)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는 ‘교육통계’에서 ‘2013, 대학통계’ 검색

결과에서 ‘주제별’ 통계 중 ‘학교’, ‘학생’, ‘학과’ 자료

를 기반으로 검색 정리하였으며, 방송대학, 사이버대

학은 제외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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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교과목 현황 분석을 위해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패

션, 의류, 의상’으로 검색한 결과, 4년제 대학 중 동

일한 학과명, 설립 구분 중복 등 중복 사항들을 제거

한 후, 홈페이지에서 교과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학교

와 패션뷰티, 주얼리 패션디자인, 무대패션 전공 등

특수학과를 제외한 총 66개 대학 72개 전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목의 세부전공 분류의 경우는 선행연구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의류섬유과학, 의복구성 및 설계,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패션마케팅, 복식문화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중국 웹사이트 검색을 통

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검색사이

트는 http://www.chsi.com.cn에서 제공하는 ‘중국 고

등 교육 학생 정보 사이트’13)를 통해 ‘전국보통고등교

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국 전체 대학 중 ‘복장’

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경우 대학의 종류를 이공

농대학, 종합대학, 예술대학, 재정대학, 사범대학, 민

족대학의 지역별 패션학과 수를 정리하였고, 교과과

정 분석은 4년제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

였으며, 교과목 분류는 한국 패션교육 기관 분석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해방 당시 29개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대학은 경제

성장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욕구가 증대되면

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1996년부터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0

년까지 대학 수가 45개 증가하는 등 대학 설립이 폭

증하였으나, 2000년 전후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361개

를 정점으로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학 수는 더 이

상 증가하지 않았고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

학이 개편 또는 전환 등으로 4년제 일반 대학 수가

증가했으나, 2005년 360개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

으나 2012년에는 343개로 줄었다.14)

교육통계서비스 검색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2013년 기준) 전문대학 140개, 4년

제 대학 188개, 교육대학 10개, 산업대학 2개로 총

340개 대학이 존재하며, 이들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휴학생 포함)은 2,971,895명이였다.

이 중 패션 관련 학과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

업대학에 존재하였으며, 그 수는 203개로 확인되었다.

이들 학과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의 수는 총 26,360

명이다.(전체 대학 재적생 중 8.8%비율)15)

이는 2005년 패션 전문 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

이 92개, 전문대학이 79개였던 이호정16)의 연구 결과

와 비교해 볼 때, 4년제 대학은 116개, 전문대학은

81개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학생 수

29,000명에서 26,360명으로 재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

로 보인다.

2.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학과 및 교과과정
1) 소속 계열 및 명칭

본 연구에서는 패션 관련 학과의 소속 계열을 생

활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로 분류하였다. 생활과학계열은 생활과

학대학, 생활과학부로 17개 대학이 속해있고 생활환

경대학은 1개 대학이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자연과학

대학, 이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자연과학대학은 9개

학과이고 이과대학은 1개 대학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은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화창조융합 계열로 2개 대

학이 있다. 예술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조형환경학부, 건축디자인 대학에

속해 있으며 다양한 단과대학이나 학부명을 가지고

있고 31개 대학으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다. 그 외

에 기타융합계열로 생활과학예술, 인문예술, 문화예

술 등으로 예술분야와 타 분야와의 복합 분야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과 같이, 본 연구와 나수임17)의 연구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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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단과대학 및 학부명 학과명 대학교명 학교 수

생활과학

계열

(자연)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과(전공)

가톨릭대, 경북대, 서울대, 성신여대, 수원대,

숙명여대, 안동대, 울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

12

의류환경학과 연세대 1

의류디자인학과 인하대 1

패션디자인학과 동의대 1

의상학전공 경희대(의상학과) 1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원광대 1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부산대 1

계 18(25.0)

자연과학

계열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경상대(생활과학부), 군산대, 상명대 서울캠,

서울여대, 제주대
5

의류상품학과 공주대 1

패션의류학과 경남대 1

패션산업학과 인천대 1

의류산업학과 한경대 1

이과대학 의상학과 경성대 1

계 10(13.9)

인문사회

계열

인문사회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부경대 1

김소월 대학

(문화창조융합 계열)
의류패션학과 배재대 1

계 2(2.8)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과
건국대 충주캠(패션디자인학부), 대구

가톨릭대, 동덕여대, 상명대 천안캠
4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신라대(패션산업학부) 1

건축디자인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동명대 1

<표 1>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소속 계열 및 명칭

n(%)

국 패션 관련 학과의 계열에 따른 비율과 비교하면

생활과학계열은 31.0%에서 25.0%로, 자연과학계열은

18.0%에서 13.9%로, 인문사회계열은 4.6%에서 2.8%

로 생활과학계열는 6.0%, 자연과학계열는 4.1%로 감

소되었고, 예술계열은 41.5%에서 43.0%로, 기타융합

계열은 6.1%에서 15.3%로 예술계열은 1.5%, 기타융

합계열은 9.2% 증가하였다. 기타융합계열의 증가율

은 현재 많은 대학들의 학과별 통폐합을 통한 단과

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열에 따른 학과명을 비교했을 경우, 생활과학계

열은 의류, 의류환경학, 의류디자인, 패션디자인, 의상

학과로, 자연과학계열은 의류, 의류상품, 패션의류, 패

션산업, 의류산업, 의상이 있었고, 인문사회계열은 패

션디자인, 의류패션이 있었다. 예술계열의 경우는 의

류, 의류패션산업,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의류디자

인, 패션디자인산업, 패션학과가 있었고, 기타융합계

열은 의류, 의류패션,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패션마

케팅, 섬유패션디자인, 패션산업, 패션산업디자인 학

과로 학과명은 계열과 크게 상관없이 개설되었다. 그

러나 계열별로 가장 많은 학과명을 보면 생활과학계

열과 자연과학계열은 의류학과가 가장 많았고, 예술

계열, 기타융합계열은 디자인학과 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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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동아대 1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국민대 1

조형환경학부 의류학과 서원대 1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전공)
가천대(미술디자인학부), 중앙대(디자인학부),

청주대, 한성대
4

의상디자인전공 덕성여대, 한서대(예술학부), 호남대 3

의류패션산업전공 한성대 1

예술디자인대학 의류(의상)디자인학과 건국대, 경희대 2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전공) 대구대, 이화여대 2

의류학과(전공) 이화여대, 한남대 2

예체능계열

예체능대학,

패션디자인학과(전공)
강릉원주대, 경일대(디자인학부), 대구예술대,

명지대, 세명대, 중부대, 호원대
7

패션전공 호서대(디자인학부) 1

계 31(43.0)

기타융합

계열

과학기술대학 섬유패션디자인학부 경북대상주캠(패션디자인전공) 1

공연디자인대학 패션산업디자인학과 단국대 죽전캠 1

문화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광주대 1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 전주대 1

문화사회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우석대 1

문화산업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영산대 1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 영남대 1

생활과학 예술체육대학 의류학과 목포대 1

인문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순천대 1

패션대학
패션디자인과

계명대 2
패션마케팅학과

계 11(15.3)

총계 72 (100)

2) 계열별 교과과정 분석

계열별 교과과정을 분석한 <그림 2>의 결과를 보

면, 생활과학계열의 경우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31.2%,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3.4%, 패션

마케팅과목이 19.1% 순으로 되어있으며, 자연과학계

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31.3%, 의복구성 및 설계과

목이 20.7%, 패션마케팅과목이 20.0% 순으로 되어있

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39.9%, 의복구

성 및 설계과목이 20.8%, 기타과목이 13.9% 순으로,

예술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41.2%,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0.6%, 패션마케팅과목이 14.8% 순으로,

기타융합계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38.7%, 패션마케팅

과목이 18.2%, 기타과목이 15.3%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은 계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생활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디자인 과목과 의복구성 및 설

계과목의 비중차이가 7.8%, 10.6%로 많이 나지 않는

데 비해,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의

경우는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

과 비교할 때 19.1%~23.5%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차이를 보면, 모든 계열에서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과학계열은 기타과목이,



服飾 第64卷 6號

- 22 -
<그림 2> 2014년 한국 패션 관련 학과의 계열별 교과목 현황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기타융합계열의 경우는

복식문화사과목이, 예술계열는 의류섬유과학과목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 과목의 특징을 보면 생

활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의류섬유과학과목이

9.9%, 7.3%로 기타융합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예술계

열에서 6.7%, 6.5%, 5.1%가 나온 것에 비해 교과비

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

의 경우는 기타융합계열에서는 15.2%의 비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생활과학계열은 23.4%, 자연과학계열

은 20.7%, 인문사회계열 20.8%, 예술계열은 20.6%로

비슷한 비율로 교과과정이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의 경우는 계열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생활과학계열은 31.2%, 자연과

학계열은 31.3%, 인문사회계열은 39.9%, 예술계열은

41.2%, 기타융합계열은 38.7%로 생활과학계열과 자

연과학계열에 비해 다른 계열들이 디자인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마케팅 과목의 경우도

계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활과학계열은

19.1%, 자연과학계열은 20.0%, 기타융합계열은 18.2%

로 인문사회계열 13.1%, 예술계열 14.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식문화사는 생활과학계열에서 8.3%로 가장 높

았으며, 기타과목은 기타융합계열에서 15.3%로 가장

높고 생활과학계열에서 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8년도 2014년도를 비교하면 의복구성 및 설계,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

만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은 디자인

분야의 교과목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류섬유과학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학과 군 별 교과과정 분석

학과 군으로 나누어 교과목 분석을 한 결과를 보

면, 나수임18)의 연구에서 65개 전공을 분석한 결과

의류학과군이 24개(36.9%), 패션디자인학과군이 34

개(52.3%), 패션산업학과군이 7개(10.8%)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72개 전공을 분석한 결과 의류학과군 25

개(34.7%), 패션디자인학과군 39개(54.2%), 패션산

업학과군 8개(11.1%)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의류학과군은 의상디자인이 27.8%에서 30.5%

로, 의복구성이 24.3%에서 22.7%로, 마케팅이 17.9%

에서 18.9% 순으로, 패션디자인학과군은 의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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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4년 한국 패션 관련 학과의 학과 군 별 교과목 현황

이 40.3%에서 42.1%로, 의복구성이 21.3%에서 19.5%

로, 마케팅이 13.9%에서 14.6%의 순으로, 패션산업학

과군은 의상디자인이 25.5%에서 31.7%로, 마케팅이

25.5%에서 23.1%로, 의복구성이 16.9%에서 18.1%

순으로 비중에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

다. 분류된 3개의 학과 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의상

디자인과 의복구성의 과목에 대해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나수임19)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기타과목의 교과 구성 증가였다. 의류학과군은

4.2%에서 10.3%로, 패션디자인학과군은 4.4%에서

12.7%로, 패션산업학과군은 5.9%에서 11.9%로 모든

학과 군에서 기타과목의 교과과정 비율이 증가하였

다. 이는 최근 많은 대학들이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

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교육 실습과목들의

편성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현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적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설계과목 편성도 기

타과목 구성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수

임의 연구에서 의상디자인, 의복구성, 마케팅, 복식문

화 등 과목 경계가 확실했던 것과 달리, 학과 군에

따른 특징은 유지하지만, 일정 교과목의 단편적인 교

육이 아닌 실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과 산학협력의 중요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당시의 대학은 소련과 동구

제국의 대학교육의 경험을 배우고, 중국의 국세를 바

탕으로 종합대학 (주로 문리계), 이공과대학 (주로

공학계), 사범대학, 농림대학, 체육대학, 의약대학, 외

국어대학, 정치법률, 재세경제대학, 예술대학, 민족대

학 등 합계 10종류로 분류되었다. 그중에서 종합대학

을 제외하고 이공과대학의 대부분과 그 외 8종류의

대학은 모두 단과대학이며, 종합대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이라고 칭하지만 단과대학은 학원이라고 불러진

다.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 4년제(의학부 5년제)이

고, 단대는 2-4년제이지만 주로 3년제가 대부분이다.

피복학은 역사, 미술, 과학, 공학, 경영학 외에도

폭 넓은 학문을 필요로 하지만 예술계 대학은 복장디

자인을 직업사범대학은 직업적 기능의 육성을 중점으

로 하고 있고, 그 외 대학은 균형있게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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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이공농대학 종합대학 예술대학 재정대학 사범대학 민족대학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북경 1 1 1 1

상해 3 2 1

강소 2 14 10 1 2 2 1

절강 4 2 9 1 1

복건 2 9 2 1

하북 2 1 1 2 1 2 1

산서 1 1 1

료녕 3 3 1 2 1 2

길림 3 2 2 1 1

흑룡강 1 1 2 1

강서 1 3 1 1 1

산동 5 6 4 12 2

호남 3 1 1 6 2 2

광동 2 7 5 11 1 1 2

광서 1 4 1 4 2 2 1

해남 1 1 1

중경 2 4 2 4 1 2

사천 3 1 3 1 2 4 1 1

신강 2 1 1

천진 2 1

하남 1 2 2

호북 1

내몽골 1

안위 1 1 1

사서 1

귀주

학교수 37 49 34 73 8 17 5 19 19 2 2

합계 86 107 25 24 21 2

<표 2> 중국 패션계열 전국 학교 수

1988년경에는 중국방직대학, 중국복장학원, 천진방

직공학원, 서북방직공학원, 무한방직공학원, 산동방직

공학원 등 대학 명칭에 방직 및 복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1992년 이후 대학을 조정 합병하고,

학과의 개혁에 의해 대학명과 학부명도 변경되었다.

중국방직대학은 동화대학, 천진방직공학원은 천진공

학대학, 무한방직공학원은 무한과학기술대학이라고

변경하고 산동방직공학원은 청도대학으로 흡수-합병

되었다. 현재 방직 및 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북경복장학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20)

4.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학과 및 교과과정
1)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조사 분석

패션계열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표 2>와 같이 종

합대학 107개교(본과 34개교, 전과 73개교), 이공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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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86개교(본과 37개교, 전과 49개교), 예술대학

25개교(본과 8개교, 전과 17개교), 재정대학 24개교

(본과 5개교, 전과 19개교), 사범대학 21개교(본과19

개교, 전과 2개교), 민족대학 2개교(본과 2개교)이다.

이들 대학 중에 복장학 또는 섬유공학 관련 대학원

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2개 학교이다.

이공농대학에서 대표적인 북경 소재 북경복장학원,

상해의 동화대학을 들 수 있다. 중국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본과, 전과(4년제 대학은 본

과, 2-3년제 대학을 전과로 중국에서는 칭한다.)를

합하여 총 112개가 있다. 의류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강소성, 산동성에 학교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종

합대학 총 107개교 중 본과 34개교, 전과 73개교가

있다. 북경의 청화대학을 중심으로 강소성에는 본과

가 10개 대학이 있을 정도로 종합대학 내에도 복장

학부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산동성과 광동성에는 본

과에는 없지만 전과에는 10개가 넘는 대학이 있다.

예술대학은 25개교로써 본과 8개교, 전과 17개교가

있다. 다른 이공농대학, 종합대학과 달리 그 수는 매

우 적다. 대표적으로 길림성 본과 대학에 연변대학과

동북전력대학이 있다. 재정대학 24개교 본과 5개교,

전과 19개교가 있다. 본과 보다는 전과에 속한 대학

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사범대학은 21

개교로 본과 19개교, 전과 2개교가 있다. 전과는 마

안산 사범고등전과학원과 사천 유아사범고등전과가

있다.

2) 소속 계열 및 명칭

경화학공정과, 패키지공정과와 소재순환과학공정

과, 부직포소재공정 등 패션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제외하고, 총 77개 대학을 분석하였다. (한 개의 대

학에서 패션 관련 전공이 여러 개인 곳은 교과목을

전공별로 분석하여, 총 120개 전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계열 분류는 경공업계열, 예술계열, 방직계

열, 패션계열, 기타계열로 나누었으며, <표 3>과 같이

경공업계열은 2.4%, 예술계열은 29.6%, 방직계열은

19.2%, 패션계열은 37.6%, 기타계열은 11.2%로 분석

되었으며, 패션계열이 37.6%로 가장 많은 비율로, 경

공업계열이 2.4%로 가장 적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경공업계열은 경공학원, 경화학공업과 예술학원이

있었으며, 학과명은 패션디자인과, 패션공정학과가

있었다.

방직계열은 방직과 예술디자인학원, 방직과 의류

공정대학원, 방직의류학원, 패션방직공정학원 내에

패션디자인 경영과, 패션디자인공정과, 방직품 예술

디자인과, 패션디자인표현과, 패션예술디자인과, 패션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과 제작, 패션패턴 공예, 패션

표현과가 있었다. 학과명에 ‘디자인’ 명칭이 자주 사

용되었다.

예술계열은 공예미술학원, 디자인학원, 미술디자인

학원, 미술예술학원, 미술학원, 상업미술학원, 예술공

정학원, 예술디자인학원, 예술미술디자인학원, 예술학

원 내에 패션디자인과, 디자인공정과, 패션디자인학

과, 패션디자인공정과, 예술디자인과, 직물염색예술패

션과, 패션공예기술과, 패션디자인공예과, 의류 및 패

션디자인과가 있었다. 학과명은 패션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공정과 등 ‘디자인’명칭이 주류를 이루고, 예술

디자인, 직물염색예술디자인, 패션공예예술과 등 ‘예

술’, ‘공예’의 명칭도 사용되었다.

패션계열은 예술과 패션학원, 패션공정학원, 패션디

자인학원, 패션미술디자인학과, 패션예술과공정학원,

패션예술디자인학원, 패션예술학원, 패션학원 내에 패

션디자인공정과, 패션표현과 기획, 패션디자인학과, 니

트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마케팅과, 패션디자인예술

디자인과, 패션디자인패턴제작과, 방직품예술디자인전

공, 글로벌 패션경영전공, 패션공정관리과, 패션디자인

경영과, 패션디자인공정과, 염색방직과, 패션교육과,

패션무역과 경영과, 예술디자인전공, 패션CAD/CAM,

패션시장경영과 등이 있었다. 패션계열의 경우, 학과

명칭은 ‘디자인’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편직물’,

‘니트’, ‘방직품’, ‘경영’, ‘패턴’, ‘CAD/CAM’, ‘교육’, ‘무

역’ 등 명칭이 매우 다양하였다.

기타계열은 건축과 디자인학원, 다리여성복학원,

디지털 출판학원, 디지털디자인공정학원, 안동니패션

과예술대학원, 예술과 건축학원, 예술과 미디어학원,

응용디자인학원, 정보과 미디어학원 내에 패션디자인

학과, 패션소매업관리자, 편직기술 패션과, 패션경영,

패션디자인 공정과, 편직패션디자인학과가 있었다.



服飾 第64卷 6號

- 26 -

계열 단과대학 및 학부명 학과명 대학교명 학교 수

경공업

계열

경공학원 패션디자인과 온주직업기술대 1

경화학공업과 예술학원 패션공정과 안휘농업대 1

계 2(1.7)

방직

계열

방직과 예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경영과 가흥직업기술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가흥직업기술대 1

방직과 의류공정대학원 패션디자인공정과 소주대 1

방직의류(패션)학원

방직품예술디자인과 강남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오이대, 장춘공업대, 신강대,

안휘공정대, 남통대, 소흥대, 서남대
7

패션디자인표현과 강남대 1

패션예술디자인과 강남대 1

패션디자인학과 남통대, 소흥대, 안휘공정대 3

패션방직공정학원

패션디자인과 제작전공 위방공상직업대 1

패션패턴 공예전공 위방공상직업대 1

패션표현전공 위방공상직업대 1

계 19(15.8)

예술계

열

공예미술학원 패션디자인과 태산직업대학, 하북대학 2

디자인학원
디자인공정과 가흥대학 1

패션디자인학과 길림예술학원 1

미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온주대 1

패션디자인학과 온주대 1

미술예술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상해SIBO직업기술대 1

미술학원

예술디자인과 청화대 1

직물염색예술패션과 청화대 1

패션디자인학과 동북사범대, 연변대 2

상업미술학원 패션디자인학과 복건상업고등전업대 1

예술공정학원
예술디자인과 천진경공직업기술대 1

패션디자인학과 광시영화국제직업대, 남녕직업대 2

예술디자인학원

패션공예기술과 위해직업대 1

패션디자인공예과 연태직업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남창대 공청학원, 남통대 행림학원 2

패션디자인학과

금화직업기술대, 무협상업직업기술대,

산동청년정치대, 심수직업기술대,

위해직업대

5

예술미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심수대 1

예술학원

의류 및 패션디자인과 소주대 응용기술대학 1

패션디자인 공정과
금령과기대, 소주대 문정학원,

동북전력대, 화남농업대, 양주대
5

패션디자인학과
광주SHEWAI경제직업대,

내강직업기술대, 내몽골 상무직업대,
7

<표 3>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소속 계열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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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대 문정학원, 일조직업대,

중경항공직업기술대, 호남과기대

계 38(31.7)

패션계

열

예술과 패션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천진공업대 1

패션표현과 기획과 천진공업대 1

패션공정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소주공예미술직업대 1

패션디자인학과 소주공예미술직업대 1

편직물디자인과 소주공예미술직업대 1

패션디자인학원

니트패션디자인과 무한과기대 1

방직품, 섬유예술 디자인과 남경예술대 1

패션디자인마케팅과 무한과기대 1

패션디자인예술디자인과 무한과기대 1

패션디자인패턴제작과 무한과기대 1

패션미술디자인학과

방직품예술디자인전공 동화대 1

패션예술디자인전공 동화대 1

패션표현디자인전공 동화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동화대 1

패션예술과공정학원

글로벌패션경영전공 북경복장대 1

방직품예술디자인전공 북경복장대 1

패션예술디자인과 북경복장대 1

편물디자인전공 북경복장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북경복장대, 창수이공대 2

패션디자인학과 창수이공대 1

패션예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하원직업대 1

패션디자인표현과 서안공정과기대, 하원직업대 2

패션디자인학과
류저우직업대, 하원직업대,

호북미술학원
3

패션예술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주과기무역직업대 1

패션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패션표현기획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패션공정관리과 산동패션직업대 1

패션디자인 경영과 광주남양이공직업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광주남양이공직업대 1

염색방직과 혜주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청도방직고등전업학교,

상해공정기술대
2

패션교육과 혜주대 1

패션무역과 경영과 혜주대 1

예술디자인전공 청도방직고등전업학교 1

패션공정과 혜주대 1

패션예술디자인과 혜주대 1

패션CAD/CAM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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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표현과 산동패션직업대 1

패션디자인학과 산동공예미술대 1

패션시장경영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계 45(37.5)

기타

계열

건축과 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장춘공정학원, 대련이공대 2

다리여성복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항주직업대 1

패션소매업관리자 항주직업대 1

편직기술 패션과 항주직업대 1

디지털 출판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길림성경제관리간부대 1

디지털디자인공정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조산직업대 1

안동니패션과예술대학원

패션경영과 혜주경제직업기술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혜주경제직업기술대 1

편직패션디자인과 혜주경제직업기술대 1

예술과 건축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서경모직업기술대, 산동

상업직업기술대
2

예술과 미디어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동여자직업대 1

응용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동여자직업대, 중경재정직업대 2

정보과 미디어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소양직업기술대 1

계 16(13.3)

총계 120(100)

단과대학 계열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학과 명

칭의 경우는 ‘패션디자인학과’가 주를 이루고 ‘편직’,

‘경영’, ‘소매업관리’ 명칭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과대학내에 패션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과들이 함께 있는 것이 대부분

인데, 중국의 소주대학, 강남대학, 청도대학, 온주대

학, 혜주대학, 상해공정기술대학, 소흥대학, 북경복장

학원, 동화대학과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내에 패션 관

련 학과만이 있어 한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계열별 교과과정 분석

계열별 교과목 현황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경공업계열의 경우,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과목이

39.0%,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31.3%, 패션마케팅

과목이 17.9% 순으로 되어 있으며, 방직계열의 경우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과목이 43.1%,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1.2%, 기타과목이 12.8% 순으로 되

어 있었다. 예술계열의 경우는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

이션 과목이 48.1%,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4.3%,

패션마케팅 과목이 10.7% 순으로, 패션계열은 디자

인 및 일러스트레이션과목이 38.3%, 패션마케팅 과

목이 21.8%,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17.3% 순으로,

기타계열은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43.8%,

패션마케팅 과목이 21.8%,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19.8%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교과목 비중이 다름을 알 수 있었으

며, 경공업계열의 경우는 디자인과목과 의복구성과목

이 39.0%와 31.3%로 7.7% 차이를 보이지만, 방직계

열의 경우는 43.1%와 21.2%, 예술계열은 48.1%와

24.3%, 패션계열은 38.3%와 17.3%, 기타계열은 43.8%

와 19.8%로 방직계열은 21.9%, 예술계열은 23.8%, 패

션계열은 21.0%, 기타계열은 24.0%의 차이로 20.0%

이상의 비중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목별 차이를 보면, 모든 계열에서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경공업계열, 방직계열, 예술계



한국과 중국 패션 전문 교육 현황 연구

- 29 -

<그림 4> 2014년도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계열 별 교과목 현황

열은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패션계열과 기타계열

은 패션마케팅과목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고, 예술계열은 의류섬유과학과목이, 경공업계열, 방

직계열, 패션계열, 기타계열은 복식문화사 과목의 비

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성 및 설계

과목의 경우 경공업계열에서는 31.3%로 비중이 높고,

의류섬유과학과목의 경우는 기타계가 7.3%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계열에서 2.9%, 6.1%, 4.1%, 4.6% 등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복식문화사 역시 예술계

열에서 5.4%로 가장 높았으나 경공업계열 0.0%, 방

직계열 4.7%, 패션계열 2.7%, 기타계열 2.6%로 낮은

비중을 보여 주었다. 패션마케팅과목의 경우는 다양

한 비중을 보여주었는데, 패션계열과 기타계열은

21.8%, 경공업계열은 17.9%, 방직계열과 예술계열은

12.2%와 10.7%로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타과목

역시 패션계열은 15.3%, 방직계열은 12.8%, 경공업

계열은 8.8%, 예술계열은 7.4%, 기타계열은 4.6%로

계열별 비중이 작게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

4) 학과 군 별 교과과정 분석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학과 군은 방직군, 패션경

영군, 패션공정군, 패션디자인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총 120개 전공에서 방직군은 11개로 9.2%, 패션

경영군은 10개로 8.3%, 패션공정군은 37개로 30.8%,

패션디자인군은 62개로 51.7%로 나타났다.

<그림 5>와 같이 학과 군 별 교과목 현황을 보면,

디자인 관련 과목이 43.6%, 43.4%, 44.8%,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직군의 경우는 패션마케팅

18.4%, 의복구성 및 설계 14.6%, 의류섬유과학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패션경영군의 경우 패션마케팅

20.6%, 의복구성 및 설계 18.9% 순으로, 패션공정군

은 의복구성 및 설계 23.8%, 패션마케팅 14.0%, 기

타 9.1% 순으로, 패션디자인군은 의복구성 및 설계

20.2%, 패션마케팅 17.4%, 기타 13.1% 순으로 확인

되었다. 패션공정군은 의복구성과 디자인과목의 차이

가 9.8%, 패션디자인군은 2.8%로 비중의 차이를 보

이지만 유사한 교과목 비중의 형태를 보였다. 패션경

영군의 경우 패션마케팅이 20.6%로 의복구성과목

18.9%보다 1.7%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의류섬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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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4년도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학과 군 별 교과목 현황

복식문화사, 기타과목 등과의 비중이 10.0% 이상 나

타나, 마케팅과 의복구성, 디자인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방직군의 경우 의류섬유과

학과목이 13.0%로 다른 군에 비해 많은 비중을 보이

는 특징이 있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은 소속 대학 성격에 의한 것

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필요 과목에 의한 설

정 및 흡수 통합하기 전에 소속된 대학의 영향이 끼

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예예술학원은 청화대학으로

흡수되기 전에 미술대학의 성격이 있어 염색 및 염

직에 관한 교과목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도 교과목이

패션에 관련된 교과목 보다는 염색 및 염직에 관한

교과목이 많이 개설 되어 있다. 강서복장학원도 예술

대학에 속해 있지만 지역적으로 패션 관련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패션무역 분야의 과목이 많이 개

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도 이전 보다

는 패션마케팅의 과목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생산 기술교육 보다는 미국의 패션교육 체

제에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Ⅳ. 결론 및 제언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학과명은 의류, 패션디자

인, 의상디자인, 의상, 의류상품학, 의류패션, 섬유패

션디자인 등 더욱 세분화되고 특징적인 학과명으로

세분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융합계열에 소속된 학과들이 늘어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현재 많은 대학들의 학

과별 통폐합을 통한 단과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의 경우, 2008년도의 연구에서 비교적

의상디자인, 의복구성, 마케팅, 복식문화 등 과목경계

가 확실했던 것과 달리, 학과 군에 따른 특징은 유지

하지만 현장교육 실습과목, 통합적 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설계과목 등의 편성으로 인한 기타과목 구

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

는 능력 함양과 최근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는 취업

율를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의 중요도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국 패션 교육은 다양한 학과명과 그에 따른 세

부적인 교과과정의 차이를 두면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영주 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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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발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은 학교별 특성

이 있는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언어, 창의력, 컴퓨터프로그램 활용

력, 실무에 필요한 전문분야 지식 등 현장에서 원하

는 교육방향에 차이를 보였다.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디자인과 의복구성을 모든 대학이 차이

없이 교육하는 교과과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교과과

정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무의 성격을 나누어 생각하

고, 실무교과의 경우 분야 별 전문가와 연계된 교과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패션대학의 분석을 위해 계열은 경공업계열,

방직계열, 예술계열, 패션계열, 기타계열로, 학과 군

은 방직군, 패션경영군, 패션공정군, 패션디자인군으

로 나누었다.

중국 패션대학의 학과명은 계열과 학과 군에 상관

없이 디자인학과가 가장 많았고 ‘경영, 공정, 표현,

예술’ 등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단과대학 내에 패션

관련 여러 학과만 있는 대학도 있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패션디자인군과

다른 군 사이에 디자인과목의 비중 차이가 보였는데,

중국은 모든 계열, 모든 학과 군에서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디자인 중심으로 교과과정

이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중국 패션대학의 교과과

정은 소속 대학 성격에 의한 것 보다는 지역적인 특

성에 의한 필요 과목에 의한 설정 및 흡수 통합되기

전에 소속된 대학의 소속에 의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화대학으로 흡수되기 전 중앙공예

예술학원으로 되어 있어 염색 및 염직에 관한 교과

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예술대학에 속해 있는

강서복장학원도 예술대학에 속해 있지만 지역적으로

패션 관련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패션무역 분야

의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패션마케팅의 과목

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생산 기술교육

보다는 미국의 패션교육 체제에로 전환되고 있음이

시사되는 부분이다.

현재의 산업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밖에 없

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부유층 10.0%가

전체 국부의 63.9%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

하고22) 부유층 인구수가 이미 1억 2000만 명에 달하

는 유일한 거대부유층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다.

이들의 소비성향은 제품 구매에 있어 글로벌 유행에

민감하며 빠르게 받아들이고 인터넷 상품 구매의 특

징을 보인다.23) 이런 부유층의 소비는 중국소비를

40.0% 증가시킬 것이며, 비중은 2011년 24.0%에서

2020년 3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국패션산업 현황에서 중국패션교육 역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학의 교과과정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설된 점을 확인할 수 있

듯이 중국의 방대한 국토로 인한 지역적 특성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 글로벌한 교과과정 및 지역의 방향성에 대하여

먼저 설계하고 지역 패션업체와 현업을 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 패션대학은 홈페이지에 학과 관련 정보를 제

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연구에 제한점이 있었으

며 한국과 중국의 교과과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양적

으로 차이가 있긴 하나, 본 연구는 중국의 패션학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시작점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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