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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standards through the com-
petency analysis of fashion accessories products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which was carried out in 2013 for the fashion industry. The NCS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was developed through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nd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was defined as “the process of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e in-
tended to produce items that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fashion products that are pro-
duced from textile fabric, knitted fabric, leather and other materials such as bags, belts, hats, 
gloves, scarves, neckties and socks with the exception of clothes”. The competency unit for fash-
ion accessories production was analyzed in 11 categories: development of design; development of 
materials; production of prototype samples; calculation of cost; determination of mass production 
model and price; planning of main manufacture process; ordering of materials; planning for mass 
production; preparation for mass production; mass production; and inspection of completed prod-
ucts, and th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on development outcomes through a survey carried out 
of on-site personnel.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CS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First, future development of standards should first provide a rational category system for each 
area of fashion good production based on the production process, which should be followed by a 
detailed competency survey. Second, in order to ensure a more efficient verification survey, an 
expert for each competency unit should be designated for the develop standard to induce a 
more sincere response. Also the questionnaire should require supplementation in order to collect 
the various additional opinions of experts of the field.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ur-
gent to procure an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specialized professors in order to apply the com-
petency standard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to the education sector. This study also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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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직무 능력 즉, 노동력은 국

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

한 맥락 속에 최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가역량체계란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 직업 훈련, 평생 학습 제도, 자격 제도 등

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호 연계하여 노동 시

장에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1)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에서는 총 8개

패션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진행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진행된 패션 분야의 직무능력

표준개발 중 패션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션소품을 연구대상으로, ‘패션소품생

산 분야’의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능력단위 및 능력

단위요소를 체계화하는 표준개발 및 검증 과정을 학

문적으로 분석,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제

언하고자 한다.

최근 토털 패션을 지향하는 패션 브랜드의 추세는

과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던 소품 개념의 잡화를

하나의 독립된 패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

으며3) 이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 패션소품생산 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계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향후

어떠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인재

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가

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모두 수렴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직무를 표준화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보완 및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가 필히 수행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개

발된 직무능력표준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계의 관심

및 그 필요성에 대한 환기를 통해 직무교육훈련과

직무능력평가의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향후 패션소품산업 전문 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의 틀을 다짐으로써 패션소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

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를 중심으로 교육, 훈련 및 자

격 제도 개편을 위해 ‘일-교육 훈련-자격’을 연결하

는, 즉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토대로 기능하는 표준

화된 직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2002년부터 한

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개발 사업이

cludes that the government will be required to provide systematic and consistent support aimed 
at supplementing development and forming a firm collaborativ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industry and academia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build a more 
field-oriented education environment.

Key words: competency(직무), competency unit(능력단위),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패션소품생산),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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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직무능력표준은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능력단위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능력단위란 직무

분석에서 도출된 책무와 작업의 단계와 과정을 구분

한 단위를 의미하며 능력단위에는 세부적으로 각 능

력단위를 수행하는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된다. 설정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수행준거, 작업상황,

평가지침 등의 항목을 작성하는 것을 표준화 작업이

라고 한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현장전문가들의 의

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데, 이는 NCS

가 산업현장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기 때문이다.5) 개발된 최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은 ‘직무’, ‘직무 정의’, ‘능력단위’,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요소 수준’,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

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개발이력’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안을 작성한다.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

준 세분류를 의미하며, ‘직무 정의’는 수행직무의 목

적을 표현하기 위하여 행동용어를 사용, 간략히 기술

한 문장이다. ‘능력단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교육훈련과 평가가 가능한 기능(function)단

위로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단위 정의’는 해당 직무

능력을 업무활동과 명사형 수행동사를 결합하여 작

성한 문장으로 무엇에 관한 직무내용인지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한다. ‘능력단위요소’는 해당 능력단위

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요소를 표준화한 것이며, ‘능

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 요소 수준’은 국가직무능

력표준 수준체계를 이용하여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

소별 수준을 평정한 것이다. 전체 8수준으로 해당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력, 역량, 지식, 기술 등을 수

준별 표준화 한 것이다. 한편, ‘수행준거’는 조건

(condition)+준거(criteria)+수행(performance)의 순

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지식, 기술,

태도’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식(knowledge)은

법규, 사실, 이론, 개념, 원리에 관한 사항으로 알아

야 할 상황이나 항목 중심으로 명사형으로 제시한다.

기술(skill)은 방법, 매체, 도구, 기구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이며, 태도(attitude)는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

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은 고려사항, 자료 및 관련서류, 장비 및

도구로 구성되며, 고려사항은 해당 능력단위의 사용

범위, 능력단위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환경적 조건,

능력단위요소의 부연설명 사항을 제시한다. ‘평가지

침’은 평가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것으로,

평가방법은 피 평가자의 과정평가 평가방법과 피 평

가자 결과평가 평가방법으로 평가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평가유형에는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

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

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

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등이 있다. ‘직

업기초능력’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할 직업능력을 의미하며, 의사소통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

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

윤리 등으로 표준화 된다. ‘개발이력’은 직무명칭과

분류번호, 개발연도, 버전번호, 개발자, 향후보완연도

등을 작성한다.6)

2. 패션 산업 분야의 NCS 개발
패션 산업은 기술과 문화, 예술 및 유행 정보를

접목시켜 제품의 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식집약산업으로, 디자인․생

산․유통의 조화를 통해 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패션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훈련과정을 활

성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기업 경영의 효율화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 패션 산업체들은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패션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패션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생산 단계의 중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각 패션

분야별 제품 생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직무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NCS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교육

부,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등과 협력하여 총 833개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에 관한 연구

- 49 -

직무 중 331개 직무의 표준개발을 완료하였다. 한국

고용직업분류(KECO) 기반으로 하는 새 분류체계에

의하면 전체 833개 직무 중 286개 직무에 대한 표준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다.7) 패션 분야의 NCS 개발은

2008년도에 개발된 패션기획과 패션디자인 분야 직

무가 기 작업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의류유통, 생

산관리, 직물의류생산, 니트생산, 그리고, 2011년도에

는 섬유분야로 분류된 비주얼머천다이징, 의류제조수

출영업, 생산현장관리 분야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2013년도에는 패턴, 가죽·모피생산, 패션소품생산, 신

발생산, 한복생산, 가죽·모피유통관리, 패션소품유통

관리, 신발유통관리 분야의 개발이 진행되었다.8)

앞에서 밝힌 바대로 NCS는 200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패션 분야의 NCS는 2008년도에 처음 작업되

었다. 10년 이상 NCS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개발

절차와 형식, 직무의 재분류 등 여러 수정단계를 거

쳐 왔으며 2013년도에 개발한 패션 분야의 8개 세분

류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은 새롭게 수정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이전의 작업들과는 형식과 개발

절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기 개발된 분야의 표준

개발 작업은 산업 환경의 변화와 NCS 개발 절차, 분

류 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보완의 필요성으로 개

발 5년 이후에는 보완 개발 작업이 진행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2014년도에는 패션디자인,

패션기획, 비주얼머천다이징, 제직의류생산, 편직의류

생산, 의류유통관리 분야의 NCS 보완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개발사업분야 분류 중

패션 분야의 분류표는 다음 <표 1>9)과 같다.

3. 패션소품의 개념 및 범위
패션소품이란 복장을 갖추기 위한 부속품 혹은 보

조품의 의미로, 신체 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

는 장식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의복을 입는 표면에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늘어뜨리는 소품과 모든 장식

목적에 필요로 하는 소도구까지 포함된다.10) 패션 소

품의 종류로는 목걸이, 귀고리, 반지 등의 장신구와

모자, 가방, 구두, 벨트, 안경, 코사지(Corsage), 양말,

장갑, 스카프(Scarf), 헤어핀(Hair pin), 헤어밴드

(Hair band) 등 그 수와 형태가 다양하다.11)

패션소품생산 직무능력표준 개발에서는 NCS 세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8. 섬유 · 의복 2. 패션

1. 패션제품기획

01. 패션기획

02. 패션디자인

03. 패턴

04. 비주얼머천다이징

2. 패션제품생산

01. 제직의류생산

02. 편직의류생산

03. 가죽․모피생산

04. 신발생산

05. 패션소품생산

06. 한복생산

3. 패션제품유통

01. 의류유통관리

02. 가죽․모피유통관리

03. 신발유통관리

04. 패션소품유통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패션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추진> 공문, 2013

<표 1> NCS 개발사업분야 분류 중 패션 분야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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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서 패션소품 내에서 타 영역에 비해 산업규모가

커 별도로 분류된 신발과, 보건․의료분야의 시각관

리에서 다루어지는 안경과 선글라스, 그리고 인쇄․

목재․가구․공예분야의 귀금속․보석에서 다루어지

는 주얼리는 제외하여, 표준개발을 위한 직무 조사의

범위로, 패션소품의 범위를 가방, 모자, 벨트, 장갑,

스카프, 넥타이를 선정하였다.

4.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산업 규모 및 인력
현황

패션소품 중 가장 산업 규모가 큰 분야인 가방의

경우, 2013년 개발 당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9.4% 증가하여 2조 3,887억

원의 산업규모로 예측되었으며,12) 가방을 제외한 패

션 소품 분야는 2012년 580억 원의 규모에서 2013년

700억의 규모로 전년대비 7% 가량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3년 패션소품분야의 전체 시장 규모

는 2조 4,587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체 패션 시장

에서 차지하는 세부 시장별 규모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전체 패션 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패션소품분야의 비중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13)

통계청에 따르면 패션소품생산의 관련 사업은 ‘가

소분류 세분류 관련사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원피가공 가죽 제조업 원피가공 가죽 제조업 372 4,94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798 3,803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926 4,121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기타 가죽 제품 제조업 109 1,055

소 계 2,205 13,921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편조의복액세서리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말제조업 707 4,088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644 3,46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모자제조업 316 2,053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708 4,369

소 계 2,375 13,979

합 계 4,758 27,900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2011

<표 3>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직업구성

분야 직업

가방 가방제조기조작원,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검사원 등

모자 모자 제조원, 모자제조기조작원,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검사원 등

스카프 및 넥타이류 편직기조작원, 제직기조작원, 재단사, 재봉사 등

양말류 편직기조작원, 성형기조작원, 재봉사, 양말검사원 등

장갑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검사원 등

벨트 가죽재단사, 가죽수재봉사, 아일릿사, 검사원 등

- http://www.work.go.kr

<표 2> 패션소품생산 관련사업 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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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과 ‘의복 액세서리 제

조업’으로 나뉘는데,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에는 원피 가공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 제품 제조업이 속

하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에는 편조 의복 액세서

리 제조업과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이 해당된다.

2011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과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사업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패션소품 제조 관련 전체 사업체수는 4,758개, 종사

자 수는 27,900명으로, 전반적으로 평균 약 6명의 종

사자로 구성된 영세한 사업체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2>14)

이들 패션소품 제조 분야의 직업 구성은 한국직업

정보시스템(worknet)의 자료에 따르면 <표 3>15)과

같다. 아이템별 세부 분야는 달라도 대체로 재단사,

재봉사, 검사원 등의 유사한 직업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은 개발 대상 해당 직무 분야 전문가들과의 표

적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FGI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조사자

가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

는 방법으로, 집단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자

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의 획득

이 가능하다. 이는 타인의 의견 발표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더 많은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표적

집단의 동질성, 유사성으로 인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이 FGI를 구성한 다른 응답자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반면, 조사 결과가 진행자인 퍼실리테이

터(facilitator)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 절차가 다소 비체계

적이므로 결과의 분석과 해석이 곤란하거나 조사 결

과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02년부터 여러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FGI법

이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FGI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개발하고 보완을 진행하여 왔다. 2013년

진행된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표준개발 역시 FGI법을

채택하여 진행되었다.

총 3차에 걸친 전문가 FGI는 산업체 전문가 7인,

교육훈련 전문가 3인, 자격 전문가 1인, 퍼실리테이

터 1인의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산업체 전문가는 가

방, 모자, 넥타이, 스카프, 장갑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실장급 이상으로 선별되었으며, 연구 대상 분

야 중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가방 분야의 전문가

구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교육훈련 전문가 역시 패

션 교육 관련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는 교육

훈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격 전문가는 국가 공

인 자격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패션 분

야 전문가로 선별되었다. 가급적 자유롭게 참석자 전

원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참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회의의 방향이 연구의 주제에

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FGI 진행자

모더레이터(Moderator)에 해당하는 퍼실리테이터 역

시 패션 분야 전문가로 선별되었다.

다양한 패션소품 분야의 산업현장 전문가들의 의

견을 모아, 각 전문 분야별 차이를 최대한 감안하면

서도 공통으로 표준화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도출

함으로써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표준개발을 완수할

수 있었다.

2. 연구절차
패션소품생산 분야 표준개발을 위해 총 3차례의

FGI가 진행되었으며, FGI 결과 검증을 위해 관련 현

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검증이 이루어졌다. 연

구개발 단계 및 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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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FGI는 2013년도 7월 12일, 13일 이틀간 진

행되었으며, 1차 FGI에서는 연구의 성격과 의도, 의

미를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직무정의, 직무 수행을 위

한 능력단위를 도출하였다. 2차 FGI에서는 직무능력

단위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직무능력단위를 구성하는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능력단위요소별 수

행준거를 정리하고 능력단위별 업무의 수준을 8단계

로 나누어 체계화 하였다. 2013년 8월 3일에 진행된

3차 FGI에서는 1, 2차 FGI에서 도출된 개발 내용을

기반으로 직업기초능력,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

지침 등을 도출하고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포

함하여 전체 개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였다.

개발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NCS 미참여 패

션소품생산 분야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40부를 배포하여 총 36부를

회수, 불량 응답지를 제외한 최종 30부를 분석하여

개발 결과에 반영하였다.

Ⅳ. 패션소품생산 직무능력표준
개발 결과

개발 진행에 있어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는 패션

소품생산의 특성상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서는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였으며, 본 개발

결과에서 언급하는 모든 용어의 선택 및 직무 내용

에 관한 서술은 개발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협의에

기반 하여 표준 개발되었다.

1. 패션소품생산 직무정의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직무정의는 "패션 소품 생산

은 제직원단, 편직원단, 가죽, 기타 재료로 생산된 패

션 제품 중 의류를 제외한 가방, 벨트, 모자, 장갑,

스카프, 넥타이, 양말 등 패션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을 생산하기 위한 디자인․개발․제조에 이르

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일이다"16)라고 전문가

FGI를 통해 합의 되었다.

2. 패션소품생산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패션소품생산 직무의 능력단위는 ‘디자인 개발’,

‘원부자재 개발’, ‘샘플 제작’, ‘원가 계산’, ‘양산 모델·

가격 결정’, ‘본작업 생산 기획’, ‘원부자재 발주’, ‘양

산 계획’, ‘양산 제조 준비’, ‘양산 제조’, ‘완제품 검사’

의 11개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능력단위 정의 및 능

력단위를 구성하는 능력단위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개발 단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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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개발

능력단위 ‘디자인 개발’의 능력단위 정의는 “디자

인 개발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시장환경·생산

기술 조사, 자사․경쟁사 판매 자료 분석, 아이템 구

성, 디자인 스케치, 원부자재 조사․선정, 샘플 작업

의뢰서 작성을 수행하는 능력이다."17)

능력단위 ‘디자인 개발’은 ‘시장환경·생산기술 조사

하기’, ‘자사․경쟁사 판매 자료 분석하기’, ‘아이템 구

성하기’, ‘디자인 스케치하기’, ‘원부자재 조사․선정하

기’, ‘샘플 작업 의뢰서 작성하기’의 6개 능력단위요

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시장환경·생

산기술 조사하기’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라이

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디자인 개발

을 위한 거시적 시장 환경 및 생산 기술을 조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

위요소 ‘자사․경쟁사 판매 자료 분석하기’는 자사의

선행 판매 자료를 컬러, 소재, 패턴, 사이즈 등 제품/

디자인별, 라인별, 출고매장별, 구매연령별, 지역별,

운영형태별로 분석하여 판매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하였

다. 세 번째 능력단위요소 ‘아이템 구성하기’는 시장

환경 및 생산 기술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시즌 판매

아이템을 구성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

해, 네 번째 능력단위요소 ‘디자인 스케치하기’는 시

장 환경 및 생산 기술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컬러,

소재, 패턴, 사이즈 등 유행하는 디자인 특성을 담아

디자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 하

였으며, 다섯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부자재 조사․선

정하기’는 시장 환경 및 생산 기술 조사 정보를 바탕

으로 거래업체가 제시하는 원부자재 및 신규 원부자

재 정보를 조사, 샘플을 취합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샘플 작업

의뢰서 작성하기’는 샘플 작업을 할 디자인 스케치,

컬러, 원부자재 구성품, 납기일 등을 명시하여 샘플

작업 의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

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다.18)

2) 원부자재 개발

능력단위 ‘원부자재 개발’의 능력단위 정의는 “원

부자재 개발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원단․원

사 개발, 부자재 개발, 원부자재 특수 가공, 원부자재

개발 의뢰서 작성, 개발 원부자재 확인을 수행하는

능력이다.”19)

능력단위 ‘원부자재 개발’은 ‘원단․원사 개발하기’,

‘부자재 개발하기’, ‘원부자재 특수 가공하기’, ‘원부자

재 개발 의뢰서 작성하기’, ‘개발 원부자재 확인하기’

의 5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

위요소 ‘원단․원사 개발하기’는 시중 판매 원단․원

사 정보, 시장 환경 및 생산 기술 조사 정보, 자사․

경쟁사 판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

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원단․원사를 개발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

요소 ‘부자재 개발하기’는 지퍼, 라벨, 로고 등 부자

재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 재료를 준비하여 부자

재를 개발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세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부자재 특수 가공하기’는 특수 가공을 위한 자료

를 수집, 재료를 준비하여 특수 가공 할 수 있다 등

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네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

부자재 개발 의뢰서 작성하기’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개발 의뢰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명확히 작성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

체화하였으며,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개발 원부자재

확인하기’는 신개발 및 특수 가공된 원단·원사, 원부

자재의 품질이 원부자재 개발 의뢰서에 적합하게, 개

발 의도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

화하였다.20)

3) 샘플 제작

능력단위 ‘샘플 제작’의 능력단위 정의는 “샘플 제

작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디자인 의도 파악,

샘플 패턴 제작, 샘플 제직․편직·날염, 샘플 재단,

샘플 조립․봉제, 샘플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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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샘플 제작’은 ‘디자인 의도 파악하기’,

‘샘플 패턴 제작하기’, ‘샘플 제직․편직·날염하기’,

‘샘플 재단하기’, ‘샘플 조립․봉제하기’, ‘샘플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하기’의 6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

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디자인 의도 파악하기’

는 샘플 작업 의뢰서에 지시되어 있는 제직·편직·날

염을 위한 의장 설계안과 작업 공정, 디자인 정보 및

제품 요구 사양을 확인하여 주요 공법, 생산 도구 및

설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샘플 패턴 제작하기’는

샘플 작업 의뢰서와 디자인 의도를 바탕으로 디자인

의 각 세부 요구 사양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패

턴을 제작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

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세 번째 능력단위요소 ‘샘

플 제직․편직·날염하기’는 샘플 작업 의뢰서와 디자

인 의도를 바탕으로 샘플 제직․편직·날염을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네 번째 능력단위

요소 ‘샘플 재단하기’는 샘플 작업 의뢰서와 디자인

의도를 바탕으로 원부자재를 겉감, 안감, 부속감 샘

플 패턴에 따라 재단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

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다섯 번째 능

력단위요소 ‘샘플 조립․봉제하기’는 겉감, 안감, 부

속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공정을 선택하여 완전히

결합, 봉제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샘플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

하기’는 샘플 원부자재 특성 및 양산을 고려한 마무

리 작업 방법을 선정하여 마무리 작업할 수 있다 등

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

다.22)

4) 원가 계산

능력단위 ‘원가 계산’의 능력단위 정의는 “원가 계

산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직․간접 원가 책

정, 일반 경비 계산을 통해 원가 계산을 수행하는 능

력이다.”23)

능력단위 ‘원가 계산’은 ‘직․간접 원가 책정하기’,

‘일반 경비 계산하기’, ‘원가 계산하기’의 3개 능력단

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직․간

접 원가 책정하기’는 각 원부자재의 납품업체 및 임

가공 업체와 양산에 대한 단가를 책정, 협의할 수 있

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

소 ‘일반 경비 계산하기’는 분기별 소요 예상되는 운

송료, 물류비, 통관료, 관세, 부가세 등 부대 경비를

산정하여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한 부대 경비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원가 계

산하기’는 직·간접 원가, 부대 경비, 일반 관리비를

모두 합산하여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다.24)

5) 양산 모델․가격 결정

능력단위 ‘양산 모델․가격 결정’의 능력단위 정의

는 “양산 모델․가격 결정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

하여 제작된 샘플의 품평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하여 양산 모델을 선정, 가격 결정을 수행하는 능

력이다.”25)

능력단위 ‘양산 모델․가격 결정’은 ‘품평하기’, ‘양

산 모델 선정하기’, ‘가격 결정하기’의 3개 능력단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품평하기’

는 품평회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품평 제품 리

스트 작성, 품평지 제작, show-card 제작, 제품 디스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양산 모델 선정하기’는 품평 결

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선호도 및 판매 예측을 고려

하여 양산 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

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능력단

위요소 ‘가격 결정하기’는 품평 반응, 영업 상담의 결

과를 반영하여 판매가를 확정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다.26)

6) 본작업 생산 기획

능력단위 ‘본작업 생산 기획’의 능력단위 정의는

“본작업 생산 기획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본

작업 생산 수량·일정 결정, 양산 제품 수량 발주서

작성․회람, 본생산 작업 지시서 작성․회람, 입·출고

스케줄 계획하기를 수행하는 능력이다.”27)

능력단위 ‘본작업 생산 기획’은 ‘본작업 생산 수량·

일정 결정하기’, ‘양산 제품 수량 발주서 작성․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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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본생산 작업 지시서 작성․회람하기’, ‘입·출고

스케줄 계획하기’의 4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본작업 생산 수량·일정 결정

하기’는 품평 결과 및 전 시즌 컬러, 소재, 패턴, 사

이즈 등 제품/디자인별, 라인별, 출고매장별, 구매연

령별, 지역별, 운영형태별 판매 자료를 검토하여 본

작업 생산 수량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양산 제품

수량 발주서 작성․회람하기’는 원부자재 및 가공 업

체 별 주문 내용을 담은 양산 제품 수량 발주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

무를 구체화하였다. 세 번째 능력단위요소 ‘본생산

작업 지시서 작성․회람하기’는 제품 사양, 아이템

설명, 원부자재 구성품, 공정 등을 명시하여 봉제 작

업 지시서를 포함한 본생산 작업 지시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마지막 능력단

위요소 ‘입․출고 스케줄 계획하기’는 본작업 생산을

위한 각종 원부자재, 제품의 입·출고 스케줄을 정리,

문서화하여 관련 담당자들에게 회람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다.28)

7) 원부자재 발주

능력단위 ‘원부자재 발주’의 능력단위 정의는 “원

부자재 발주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원부자재의

이화학 검사 의뢰, 원부자재 발주, 원부자재 시제품

검사, 원부자재 전수 검품을 수행하는 능력이다.”29)

능력단위 ‘원부자재 발주’는 ‘원부자재 이화학 검사

의뢰하기’, ‘원부자재 발주하기’, ‘원부자재 시제품 검

사하기’, ‘원부자재 전수 검품하기’의 4개 능력단위요

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부자재

이화학 검사 의뢰하기’는 원부자재의 밀도, 세탁 내

구성(KS), 혼용률, 견뢰도, 형태안정성 등 이화학 검

사를 의뢰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부자재 발주하기’는 본생산 작

업 지시서를 기반으로 양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발주

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

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세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

부자재 시제품 검사하기’는 1차 샘플 입고 된 원부자

재 시제품이 발주서 및 본생산 작업 지시서에서 요

구하는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원부자재 전수 검품하기’는 입고 된

원부자재가 1차 샘플 입고 된 원부자재 시제품과 동

일한 사양으로 제작되었는지 전수 검품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

다.30)

8) 양산 계획

능력단위 ‘양산 계획’의 능력단위 정의는 “양산 계

획이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공장 생산 스케줄

계획, 본생산 작업 지시서 확인·점검, 공장 시제품 제

작․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능력이다.”31)

능력단위 ‘양산 계획’은 ‘공장 생산 스케줄 계획하

기’, ‘본생산 작업 지시서 확인·점검하기’, ‘공장 시제

품 제작․품질 검사하기’의 3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

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공장 생산 스케줄 계

획하기’는 공정별 작업 특성을 파악하여 양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공장을 선정, 생산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본생산 작업 지시서 확인·점검하기’는

본생산 작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해당 공장에서 수행

해야 할 구체적 양산 작업 공정 및 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

체화하였다.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공장 시제품 제

작․품질 검사하기’는 생산이 결정된 공장에서 시제

품을 제작, 품질 검사하여 본생산 작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사양으로 동일하게 제작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

무를 구체화하였다.32)

9) 양산 제조 준비

능력단위 ‘양산 제조 준비’의 능력단위 정의는 “양

산 제조 준비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생산 패턴

제작, 설비 점검․조율, 원부자재 수령·확인, 원부자

재의 공정별 분류, 본작업용 시제품(in-line sample)

의 제작·품질 검사하기를 수행하는 능력이다.”33)

능력단위 ‘양산 제조 준비’는 ‘생산 패턴 제작하기’,

‘설비 점검․조율하기’, ‘원부자재 수령·확인하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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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 공정별 분류하기’, ‘본작업용 시제품 제작·품

질 검사하기’의 5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생산 패턴 제작하기’는 본생산

작업 지시서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각 세부 요구 사

양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생산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

요소 ‘설비 점검·조율하기’는 생산 모델에 따른 제작

도구 및 설비를 점검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

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세 번째 능력단

위요소 ‘원부자재 수령·확인하기’는 수령된 원부자재

의 수량을 본생산 작업 지시서 및 원부자재 발주서

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네 번째 능력단위요소 ‘원부자재 공정별 분류

하기’는 본생산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부자재를 공정별로 분류하여 해당 공장, 작업 라인

에 배분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본작

업용 시제품 제작․품질 검사하기’는 양산용 생산 패

턴을 사용하여 본작업용 시제품을 제작, 품질 검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

체화하였다.34)

10) 양산 제조

능력단위 ‘양산 제조’의 능력단위 정의는 “양산 제

조란 패션 소품 생산을 위하여 제직·편직·날염, 재단,

특수 가공, 조립․봉제, 제품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

업, 포장하기를 수행하는 능력이다.”35)

능력단위 ‘양산 제조’는 ‘제직·편직·날염하기’, ‘재단

하기’, ‘특수 가공하기’, ‘조립․봉제하기’, ‘제품 완성

을 위한 마무리 작업하기’, ‘포장하기’의 6개 능력단

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제직·편

직·날염하기’는 본생산 작업 지시서에 따라 제직·편

직·날염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재단하기’는 제공된 원부자재의

특성 및 생산 패턴의 특성에 적합한 설비·도구를 사

용하여 재단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하였다. 세 번째 능력단위요소

‘특수 가공하기’는 본생산 작업 지시서의 도안을 점

검하여 특수 가공 및 추가 구성품 부착 위치를 확인

하여 특수 가공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네 번째 능력단위요소 ‘조립․봉제하기’는 본생

산 작업 지시서 및 봉제 작업 지시서에 의거하여 각

라인별 부분 조립·봉제를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

준거를 통해 관련 직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다섯 번

째 능력단위요소 ‘제품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하기’

는 제품 원부자재의 특성에 맞는 마무리 작업 방법

을 선정하여 마무리 작업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

준거를 통해,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포장하기’는 포장

상태를 점검하여 완성 제품의 유통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다.36)

11) 완제품 검사

능력단위 ‘완제품 검사’의 능력단위 정의는 “완제

품 검사란 완성된 패션 소품의 외관 검사, 사이즈 검

사, 시험연구소 기능 검사 의뢰하기를 수행하는 능력

이다.”37)

능력단위 ‘완제품 검사’는 ‘외관 검사하기’, ‘사이즈

검사하기’, ‘시험연구소 기능 검사 의뢰하기’의 3개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능력단위요소

‘외관 검사하기’는 로고 자수, 프린트, 비즈, 워싱 등

아트웍(art-work)의 위치, 색상의 견뢰도, 부착도, 봉

제 품질, 전체적 형태, 제사 처리, 다림질 상태 등 완

성품의 외관을 시제품과 비교하여 검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두 번째 능력단위요소

‘사이즈 검사하기’는 제품의 각 부분 둘레, 높이, 각

도, 밸런스, 디테일의 사이즈, 부속품의 사이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거를 통해 관련 직

무를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능력단위요소 ‘시험연구

소 기능 검사 의뢰하기’는 일광견뢰도, 세탁견뢰도,

복합견뢰도, 성분검사 등 기본적 항목에 대한 시험연

구소 기능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수행준

거를 통해 해당 직무를 구체화하였다.38)

FGI를 통해 도출된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직무 수

행을 위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정리하면 다

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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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패션소품생산 직무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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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검증 결과
개발된 패션소품생산 직무능력표준의 검증을 위해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 검증이 진행되었다. 산업체 현장 검증의 경우 한

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대기업(고용인원 1000인 이

상), 중견기업(300인 이상), 중소기업(20인 이상)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일정 비율을 준수하여 검증

설문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패션소품생

산 업체의 기반이 상당히 열악하여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제안하는 기업 규모별 수준을 준수한 설문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발

진은 패션소품생산의 산업 규모 특성을 반영하여 20

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2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분

류하여 검증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문 분야 역시 가

방, 벨트, 모자, 장갑, 스카프, 넥타이, 양말 등 최대한

각 품목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구성을 하였으며, 전체 40부를 배포하여 총 36부를

회수, 불량 응답지를 제외한 최종 30부를 분석하였다.

검증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한 결과, 직무구조의 표준

화를 통한 능력단위 구성, 직무정의 및 능력단위 정

의, 능력단위요소 구성, 각 능력단위요소 별 수행준

거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개발 결과가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201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

된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검증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체 개발 사업 기

획 단계에 공단에서 선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산업분야를 세부 분류하였으며,

당시 패션소품생산은 패션제품생산 분야로, 주얼리는

공예 분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본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직무능력표준 개발 범위는 일반적으로 주얼

리를 포함하여 정의되는 패션소품의 연구범위와는

일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패션소품생

산이라는 직무 아래 다양한 제조 공정을 요구하는

제품군이 포함됨으로써 공통된 직무능력단위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최대한의 합의가 필요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패션소품 품목과 제조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일부의 직무는 간소화되거

나 누락될 수밖에 없는 개발의 제한점이 있었다. 따

구 분 세 부 내 용 업체수 평균 점수

1. 직무구조

1.1 능력단위 구성

: 능력단위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10개 이상의

주요능력으로 구성되었습니까?

30 4.37

2. 직무 및 능력단위

2.1 직무정의

: 해당직무에서 수행해야 할 목표가 적절하게 정의되었습니까?
30 4.37

2.2 능력단위 정의

: 제시된 모든 능력단위의 정의가 적절하게 도출되었습니까?
30 4.37

2.3 능력단위

: 능력단위의 크기가 적절하게 도출되었습니까?
30 4.23

3. 능력단위요소

3.1 능력단위요소

: 각 능력단위의 하위 능력인 능력단위요소는 적절하게 도출되

었습니까?

30 4.13

3.2 수행준거

: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의 기준인 수행준거는 ‘가장 훌륭한 작

업 내용’으로 기술되었습니까?

30 4.30

<표 3> 패션소품생산 분야 직무능력 표준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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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향후 표준개발에 있어서는 제조 공정에 기반으

로 한 보다 합리적인 패션소품생산 분야의 분류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세밀한 직무 능력 조사가 뒤따

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개발 내용에 대한 검증에 있어 소규모 생산

업체 현장 전문가의 경우, 본 직무 능력 개발의 능력

단위 중 일부를 담당하는 하청 생산 공장 역할을 주

로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패션 소품 생산의

직무를 다루고 있는 본 표준화 개발 내용을 이해하

고 설문에 응답하기에 무리가 있는 업체이거나 설문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검증 설문이 가능

한 업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100페이지에 달

하는 전체 표준 개발 내용을 숙지하고 설문에 응해

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

라서 향후 진행되는 표준 개발 검증 설문 조사에 있

어서는 전체 직무가 아닌 세부 능력단위별 현장 전

문가를 선별하여 진행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검증 설문에 참여

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지의 보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패션소품생산 분야 직무능력

표준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

로 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패션소품관련 교육 기반은 개발된 직무능력표

준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렴하기에는 그 인프라와

전문 교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능력단위 ‘양산 계획’, ‘양산 제조 준비’, ‘양산

제조’의 경우 해당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 실습의 필

요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향

후 표준 개발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도 생산 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패션소품생

산 업체의 기반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교육 여

건 및 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고한 산학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

라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제언을 통해 향후 개발 보완되는 패션분야

의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작업은 보다 실무와 교육현

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인

재양성의 기본 취지가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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