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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싱 관련 직무 이해를 통한 의류학 교과내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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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lobal sourcing refers to activities performed to acquire materials, finished products and apparel production
all around the world.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examine basic job requirements and primary skills of sales team
and supporting team in global sourcing companies, to investigate educational programs provided by the companie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o examine courses to be newly established in the curriculum of clothing and textile
majors.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 ability to use English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important to perform
their tasks (sales and supporting teams). The results revealed that fabric and textile, sewing, and apparel production pro-
cess were the most frequently taken educational programs provided by global sourcing companies and English classes
were the most frequently taken educational programs in the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results also found that the
clothing and textile curriculum need to add classes that help sales and supporting teams perform global sourcing tasks,
such as fashion practical English, fabric and textile, apparel production processes, textile and apparel trades, fiber and fab-
ric testing, and presentation skills. The study suggested educational directions for developing curriculum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cultivating professionals in the global sourc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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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전세계의 거대시장화로 글로벌 패션브랜드가 국

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내수시장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었다(Jun,

2009; “Textile production”, 2012).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

한 지속적인 경기악화와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섬유패

션업체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2013). 그러나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패션기업의 수익

성 악화 속에서 국내 글로벌 소싱 기업들은 2014년 315 억불

(섬유 155억불, 의류 160 억불)의 매출을 달성하였고(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4), 영원홀딩스,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의 글로벌 소싱 업체가 영업이익 상위 5개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evaluation”, 2015). 세아상역은

2014년 14억 달러 매출 실적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36% 영업

신장률이 상승하였고, 한솔섬유도 2013년 수출 10억 달러 수준

을 넘겼으며 2014년에도 전년 대비 영업신장률이 1,598%이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The rapid”, 2015;

“Two billion”, 2014). 국내 최대 의류 수출 벤더 3개사인 세

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는 2016년에 각각 2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wo billion”, 2014). 뿐만 아니라, 이들

의 해외 고용 인원은 97만 9천명에 달해 한국패션산업 및 글

로벌 패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Textile production”, 2012). 

글로벌 소싱이란 최적의 상품생산을 위해 전 세계의 소싱처

로부터 최적의 부품, 원부자재, 기술, 완제품 등을 구매, 조달,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자원들의 최적의 분배시스템을 확

립하여 생산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포괄한다(Kang,

2010). Ha-Brookhsire(2015)는 소싱을 완제품이나 원자재, 부자

재 등을 기업 외부에서 획득하거나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과

정과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글로벌 소싱은 바이어와 벤더가

다른 나라에 위치하여 글로벌 무역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였다.

글로벌 소싱은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

면서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노동집약성이 특징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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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글로벌 소싱은 저 생산비용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왔고,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국

가를 소싱지역으로 주로 선택해왔다. 최근 패션기업은 단순한

가격경쟁력 향상만 추구하지 않고, 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영효

율성을 고려한 소싱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인건비 뿐만 아

니라 국가 간 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 문제, 소싱처의 문화적

특성, 기술력, 가용노동력, 운송비, 정치적 특성 등 다양한 요

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Kang, 2010; Ko et

al., 2011). 

국내 글로벌 소싱 기업은 세계패션시장에서의 차별화와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은 수직적 통합 생

산시스템(Vertical Integration System)아래 원스톱(One-Stop)으

로 오더를 진행하고 있으며(Ko et al., 2011), R&D(Research

& Design) 조직을 강화하여 기술적인 연구 개발과 다자인 및

트렌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오더 및 유통, 물류 등을

관리하는 자체적인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인력을 확보하

여 조직의 분업화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이뤄왔다(Kim,

2012; Ko et al., 2011). 실제로 글로벌 소싱 전문기업인 한세

실업은 기업 내에 니트 영업팀, 우븐 영업팀, 디자인 개발팀,

원단 개발팀, 글로벌 생산팀, 코디네이터팀, 품질관리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

력을 활용하여 섬유, 원단, 의류 등을 생산하는 종합 섬유의류

수출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Hansae Organization”, 2013).

이와 같이 패션산업에서의 글로벌 소싱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글로벌 소싱기업의 역할이 중대해 지면서 글로벌 소싱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요구가 기업으

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패션산업에서의

의류 산업 구조가 다양화되고, 특히 글로벌 소싱의 역할이 확

대됨에 따라 글로벌 패션브랜드 및 기업의 요구에 발맞춰 대학

의 의류학 교과과정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의상 디자인, 직물 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직물 과

학의 단순한 교과과정으로부터 상품 개발(Product Development),

생산과 소싱(Production and Sourcing), 테크니컬 디자인

(Technical Design), 품질 관리(Quality Assuarance), 패션 마케

팅 및 머천다이징(Fashion Marketing & Merchandising) 등

변화된 패션 산업 및 의류기업의 구조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Lee & Lee, 2012). 특히나 글로벌 소싱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제품의 생산, 관리 방식의 변화로 인하

여 상품 개발, 생산과 소싱, 테크니컬 디자인 등의 소싱 관련

교육 과정이 증가하고 있다(Lee, 2012).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류학 교과목 구성이 디자인 분야와

상품기획, 판매유통 등 머천다이징 분야가 전체 교과목의

53.3%를 차지하고 있고 제품생산, 의류소재, 테크니컬 디자인

분야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과정의 세분화와 특성

화가 부족한 실정이다(Ju et al., 2011). 또한, 패션 기업 내 실

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대상자들이 업무

를 수행하면서 대학교과과정에서 습득하지 못한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관련 재교육

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 Park,

2010; Yoo et al., 2011).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 인력실태 조

사사업(Yoo et al., 2011)에 따르면, 생산 전문가를 비롯하여

테크니컬 디자이너 등 글로벌 소싱 관련 인력이 패션산업 현장

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된 패션산업환경에 맞는

인력 양성 및 교과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소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Choi et al., 2012,

Lee & Chun, 2007)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글로벌 소싱 결정

동기, 성과,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Yong, 2009)도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기업 조직 구조 및 소싱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함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Kim,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글로벌 소싱 관련 기업의 실무

자를 대상으로 업무 특성 및 업무별 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여

글로벌 소싱 산업의 의류학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의 기초자료 및 현장 활용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의류학 교육 과정과 실제 업무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현

장 활용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의류학 교육내용에 대해 제

시하고, 글로벌 소싱을 비롯하여 글로벌 패션 산업의 인재 양

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글로벌 소싱 관련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소싱기업의 업무별(해외영업, 영업지원) 기본

자격요건과 주요업무능력을 알아보고, 업무별 회사 내 교육현

황 및 외부교육기관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의류학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소싱업무를 수행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과목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현장 활용의 관점

에서 개선되어야 할 의류학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글

로벌 소싱을 비롯한 글로벌 패션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글로벌 소싱 섬유패션기업의 현황 및 구조

통신 기술 및 운송 수단의 발달로 각 기업의 활동무대는 지

역적인 제한이 없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Free

Trade) 및 쿼터(Quota)의 철폐로 인하여 패션시장이 글로벌 시

장으로 거대화되고 섬유패션상품은 국가적인 장벽을 초월하여

생산되고 있다(Kim, 2012; Lee et al., 2013). 세계패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패션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패

션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효율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나 제품의 디자인이나 판매,

마케팅 등의 역량에 집중하고 제품 개발 및 생산, 물류 등은

다른 패션기업을 통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글로벌 소싱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Ko et al., 2011). 세계패션시장에서 패션

기업 간 글로벌 소싱은 2014년 8,00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

루고 있고 1990년 이래 연 6%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Textile export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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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글로벌 소싱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의 의류 업체들로부

터 오더를 받아 단순히 싼 값에 제품을 생산하는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제조 방식의 섬유의류 벤더로 시작하여 현재는 광범위한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뉴얼화, 시스템화, 업무세분화를 통해

섬유, 원단, 의류 등을 생산하는 종합 섬유의류 수출기업으로

거듭나, 글로벌 의류브랜드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세계패션시

장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1; Lee, 2006). 국내 섬유패션기업 중 글로벌 소싱 관련기

업은 전체 패션기업의 32.6%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는 전체

고용자의 5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o et al.,

2011). 국내에 섬유의류수출업체를 포함하여 소싱 오피스 및 소

싱 에이전트가 9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진출한 지역

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에서부터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에 이르는 40여개 국에 이르러 한국패션산

업 및 글로벌 패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1; “Textile production”, 2012). 

섬유·패션산업에서의 글로벌 소싱은 생산의뢰 및 상품구매

를 희망하는 바이어(Buyer), 바이어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선적

하기까지의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대행하는 소싱 오피스

(Sourcing Office), 상품을 생산하는 의류수출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2; Lee, 2006). 소싱 오피스와 의류수출기업을

포함한 국내 글로벌 소싱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상품별,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이 바이어의 요

구에 따라 전세계 최적의 장소에서 제품을 개발, 생산관리, 공

급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Ko et al., 2011). 본래 글

로벌 소싱 기업은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기획, 디자인 개

발, 유통 및 판매업무 수행보다는 주로 제조업분야의 생산업무

를 수행(Jun, 2009)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영업팀과 영업 지

원팀으로 나뉘어져 단순한 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디자인, 원부

자재 조달, 제품개발, 생산, 물류, 경영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o et al., 2011). 특히, 패션제품 제조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일을 대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소싱 기업은

기업 내 브랜드 컨셉 개발, 트랜드 및 경쟁사 분석, 프린트 및

그래픽 개발, 디자인 개발 등의 디자인(Design) 팀, 신기술, 신

기능성 섬유 샘플 개발, 원단 트렌드 제공의 원단(Fabric) 팀,

제품 발주, 생산, 관리의 영업(Merchandising) 팀, 고객 관리,

조직 관리, 상품 소개의 코디네이터 (Coordinator) 팀, 샘플 제

작 및 패턴 개발의 테크니컬 디자인(Technical Design) 팀 등

다수의 영업 지원팀을 구성하고 영업팀과 함께 다양한 팀으로

세분화하여 특화되고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가진 다수의 인

력을 보유하고 있다(“Hansae organization”, 2013; Kim, 2012).

2.2. 글로벌 소싱 관련 의류학 교육

국내 의류학 관련 교육 과정은 2012년 기준, 71개의 4년제

대학과정, 42개의 2년제 대학과정, 20여 개의 의류 관련 학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700명의 대학교 졸업생과 3,000명의

사설학원 졸업생을 포함한 총 11,000명의 졸업생이 매년 배출

되고 있다(Lee & Lee, 2012). 교과 과정은 패션 브랜드 및

내수패션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상품기획, 판매 및 유통, 제

품생산에 중점을 두어 구성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디자인 관

련 교과과정의 비율이 전체의 36.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Ju et al., 2011). 패션 머천다이징 관련 교과과정의 경우,

전체 교과과정의 11.6%에 불과하고 소비자행동, 의상심리, 의

류 상품학 등 패션 브랜드의 기획 및 판매, 유통에 초점이 맞

춰져 있으며, 글로벌 소싱 관련 제품 개발, 생산, 기획, 물류,

무역 등에 관한 교과 과정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다(Ju et al., 2011). 의복 구성 및 테크니컬 디자인 관련 분야

는 전체 교과 과정에서 20.4%를 차지하고 최근 들어 패션 기

업 및 글로벌 소싱 기업 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역할이 강화

되며 패턴 CAD, 재단, 봉제, 제품평가 분석, 품질관리 등의 과

목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13). 

최근에 진행된 글로벌 소싱의 테크니컬 디자이너 교육에 관

한 연구(Lee et al., 2013)에 따르면, 응답자의 21%만이 대학

교와 같은 교육 기관을 통해 테크니컬 디자이너 업무 교육을

받았고 이 중 77%가 국내교육이 아닌 유학을 통해 배운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Yoo et al.(2011)의 패션산업 인력활용실

태조사에 따르면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현지 영업 전

문가, 테크니컬 디자이너, 소싱전문가, 생산전문가 등 글로벌 소

싱 관련 직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 전문가 심

층면접 결과 글로벌 직종의 필요 수행능력으로는 어학, 협상력,

인문학적 지식(현지 상대 국가 및 문화에 대한 이해), 패션정보

분석 능력 및 패션 트렌드 지식, 컴퓨터 운용능력 등 기존의

교과과정과는 상이한 교육이 언급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 내에서 글로벌 소싱 및 글로벌 패션 기업의

인력 양성 과정의 미비로 인하여 기업 내 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패션협회 등 섬유패션관련 기관에서 글로

벌 패션 및 소싱 관련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다(“Major

business”, 2013). 한국패션협회가 주관으로 섬유패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Brand Manager(79%)’, ‘글로

벌 SPA 브랜드 기획(78%)’, ‘패션아웃소싱(75%)’,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87%)’ 등 글로벌 패션산업 및 소싱 관련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7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

으로 수강하고 싶은 교육 과정 역시 ‘글로벌 패션아웃소싱 교

육’, ‘글로벌 브랜드 기획 교육’,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중국,

아시아)’ 등 글로벌 소싱 관련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 및 산업

에서 글로벌 소싱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ajor business”, 2013).

2.3. 글로벌 소싱 및 의류학 교육 관련 선행 연구

국내외의 패션시장은 현재 위기와 변화의 시기로 전세계 패

션기업은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소싱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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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글로벌 소싱 기업은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술 및 특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다른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를

추구하며 글로벌 패션시장의 핵심 업체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

다(Kim, 2012). 이와 같이 변화된 섬유패션산업의 환경 속에서

국내외 패션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연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글로벌 소싱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Hwang et al.(2007)의

국내 의류기업과 협력기업간 효과적인 아웃소싱을 수행하기 위

한 방안 연구, Lee and Chun(2007)의 국내 의류업체의 해외

생산 현황에 대한 연구, Park(2008)의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

모형, Yong(2009)의 국내 의류업체의 해외소싱 현황과 해외소

싱 결정동기, 파트너쉽, 해외소싱 성과에 관한 연구 등 국내 패

션브랜드 및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소싱 현황이나 성과, 요

인, 무역통상에 초점이 다수이고 글로벌 소싱기업에 관한 연구

는 Park(2006)의 글로벌 아웃소싱 의류업체의 제품개발 및 품

질관리 현황 분석, Choi et al.(2012)의 의류무역회사의 해외생

산공장 현황과 소싱지역의 한류 영향에 대한 연구, Kim(2012)

의 패션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구조 및 발전유형에 대한

연구, Kim et al.(2012)의 글로벌 소싱을 위한 국내 PDM 프

로그램 개발 경향에 대한 연구 등 사례 및 현황 분석에 그치

고 있다. 

의류학 교과 과정의 경우, 의복 구성(Hong & Lee, 2011;

Lee, 2004; Lee, 2005), 의류 소재(Ju, 2012; Ju et al., 2011;

Ku et al., 1999), 패션마케팅(Han et al., 2011; Jung, 2009;

Lee & Park, 2007), 디자인 및 드로잉(Cho, 2010; Kim,

1999; Kim, 2008) 등 의류학의 세부 분야에서 교육과정 연구

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글로벌 소싱 교육 관련 연구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업무 분석 및 관련 교육 과정에 대한 연

구 (Kim & Kim, 2012; Lee, 2012; Lee et al., 2013)나 바

잉 오피스에서의 머천다이저 업무 프로세스(Lee, 2006) 등 한

정된 분야에서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어 왔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소싱 관련 기업의 업무 특성 및

업무별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글로벌 소싱 산업의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현재

의 의류학 관련 대학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실무자들에게 개설희

망 과목을 조사하여 앞으로 글로벌 소싱 관련 의류학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별(해외영업, 영업지원)

(1) 기본자격요건 및 (2) 주요업무능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업

무별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2. 글로벌 소싱 기업에서 업무별(해외영업, 영업지

원)로 제공되는 (1) 회사 내 교육현황 및 (2) 외부 교육기관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3. (1) 현재 의류학 관련 교과목을 현황을 분석하

고, (2) 글로벌 소싱 기업에서 업무(해외영업, 영업지원)를 수행

하는데 있어 패션관련 학부교과목에서 도움이 되었던 과목에

대해 조사하고, (3) 앞으로 관련업무 취업희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설희망과목에 대해 알아본다. 

3.2.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글로벌 소싱 기업의 해외영업과 영업지원 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

문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여, 글로벌 소싱 기

업 중 매출순위 상위 20위의 업체의 실무자들에게 온라인 설

문지의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설문 참여 희망

자에 한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별(해외영업, 영업지원) ‘기본자격요

건’ 및 ‘주요업무능력’에 대한 문항은 기존의 패션업무 관련 연

구(Kim, 2010; Kim & Kim, 2012; Lee, 2006)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기본자격요건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 입사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보았으며, 주요 업무능력은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업무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총 33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기초

컴퓨터 활용 등과 같이 기업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

력에 해당되는 ‘기초업무능력’(9문항), 소재 지식, 소재/섬유 생

산공정 등과 관련된 ‘소재 관련 능력’(5문항), 의복디자인 능력

과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관련 능

력’(4문항), 머천다이징, 리테일링, 바잉, 생산기획, SCM 등에

대한 지식과 능력 등을 포함하는 ‘머천다이징 관련 능력’(6문

항), 봉제, 패턴에 대한 이해 및 제작 능력 등을 포함하는 ‘의

복제작 관련 능력’(4문항), 생산공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는 ‘의류생산 과정의 이해’(4문항)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회사 내 교육현황 및 외부교육기관 활용현황을 조사하기 위

하여 선행연구(Kim, 2010; Lee et al., 2013)의 교육실태 관련

문항을 참고하였고, 총 33문항으로 위의 기본자격요건과 주요

업무능력 항목을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기초업무능력 관련 교육 9문항, 소재 관련 교육 5문

항, 디자인 관련 교육 4문항, 머천다이징 관련 교육 7문항, 의

복제작 관련 교육 4문항, 의류생산과정 교육 4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되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패션 관련 학부교과목을 조사하기 위하

여, 패션 관련 학과가 있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 19개를

선정하였으며, 총 22개 학과의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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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교과목명과 개요를 검토하여 총 44개의 대표적인 교과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크게 패션머천다이징(n=7), 패션디자인

(n=9), 의복구성(n=9), 소재(n=8), 복식미학/패션역사(n=4), 기타

(n=7)로 분류하였고, 의류학 관련 교과목 현황 분석을 대표 교

과목 리스트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

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을 4가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의 글로벌 소

싱 업무 및 취업희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설 희망 교

과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회사 내 교육현황 및 외부교육기관

활용 현황과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여 빈도를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나 개발된

부분을 포함하므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업

계전문가 7인과 학계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정에 거쳐 본 설문에 투입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업무 관련 기본적인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성별, 연

령, 최종학력, 유학경험 유무, 직위, 업무 년 수, 주요 업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 응답자수는 66명이었고, 총 11개의 기업의 실무자가 참

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47명(71.21%), 남성이 19명

(28.79%) 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32.70세였으며, 연령

별 구성을 살펴보면 30대는 39명(59.09%)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는 20대 19명(28.79%), 40대 이상은 8명(12.12%)로 나

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이 가장 많았으며(n=52, 78.79%)

다음으로는 대학원 석사졸업 이상(n=7, 10.61%)으로 나타났

다. 조사대상자들이 최종학력의 전공 관련 직장에 종사하는가

를 조사한 결과, 패션 관련 전공자가 35명(52.24%)이었고, 패

션 비전공자는 31명(46.27%)로 나타나 섬유의류 관련 전공 실

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경험유

무에 대한 조사결과, 유학경험 없음이 42명(62.69%), 패션전공

관련 유학 12명(17.91%), 어학연수 7명(10.45%), 타전공 관련

유학 5명(7.46%)로 나타났으며, 패션 관련 유학의 경우 패션디

자인 전공이 6명, 패션머천다이징/리테일링 전공이 2명, 패턴

전공이 2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글로벌 소싱 관련 업무 년 수는 10년 이상이

12명(18.18%), 7년 이상-10년 미만이 8명(12.12%), 5년 이상-7

년 미만이 13명(19.70%), 3년 이상-5년 미만이 14명(21.21%),

3년 미만이 19명(28.78%)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해외영

업 관련이 49명, 영업지원 관련 업무자가 17명이었다. 일반적

으로 섬유의류수출기업에서는 해외영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 구

성원의 비중이 많으므로, 설문조사의 응답자 또한 해외영업이

영업지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업무경력을 가진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

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해외영업 실무자의 주요업

무는 생산관리(n=15, 31.61%), 제품기획 및 오더기획(n=13,

26.53%), 샘플제작(n=9, 18.37%), 원단개발 및 생산(n=4,

8.16%), 부자재 개발 및 생산(n=3, 6.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등 전반적인 글로벌 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원 실무자의 주요 업

무의 경우, Fit 확인 및 패턴관련업무가 가장 많았으며(n=10,

58.82%), R&D(Research & Design)의 제품, 소재, 디자인 개

발이 4명(58.82%), 샘플제작이 2명(11.76%), 제품기획 및 오더

1명(5.88%)인 것으로 나타나 섬유 및 의류 분야로 특화되고 전

문화된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기본자격요건과 업무능력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해외영업, 영업지원)에 필요한 기

본자격요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업무별로 높은

점수를 보인 기본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해외영업은 ‘커뮤니케

이션 스킬’(M=4.55), ‘영어활용능력’(M=4.27), ‘MS 엑셀/파워포

인터/워드 활용능력’(M=4.00), ‘의류생산공정의 이해’(M=4.00)

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영업지원팀은 ‘영어활용능력’

(M=4.47), ‘커뮤니케이션 스킬’(M=4.41), ‘의류생산공정의 이해’

(M=4.24), ‘봉제관련지식’(M=4.18), ‘의복패턴에 대한 이해’

(M=4.18), ‘MS 엑셀/파워포인트/워드활용능력’(M=4.00)의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해외영업과 영업지원 모두 공통적으

로 ‘영어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MS 엑셀/파워포인트

/워드 활용능력’ 등 기초업무능력 관련 요인이 높은 점수를 보

였고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는 없었다. 업무 간에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낸 기본자격요건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능력’(M해외영업=2.90, M영업지원=3.76, t=-3.19,

p<.001), ‘의복디자인 관련 능력(패션일러스트, 도식화)’ (M해외

영업=2.67, M영업지원 =3.24, t=-2.26, p<.05), ‘패턴 CAD활용능

력’ (M해외영업=2.80, M영업지원=3.65, t=-3.18, p<.001), ‘의복제작

능력’ (M 해외영업 =2.59, M영업지원 =3.59, t=-3.66, p<.001)이었

으며, 이는 모두 해외영업에 비해 영업지원에서 높은 점수를 보

인 기본자격요건이었다.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해외영업, 영업지원) 진행 시 필요

로 하는 주요업무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요업무능력이 기본자격요건에 비해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

를 나타냈는데 업무별로 높은 점수를 보인 주요업무능력을 살

펴보면, 해외영업은 ‘커뮤니케이션 스킬’(M=4.31), ‘영어활용능

력’ (M=4.27)의 기초업무능력을 포함하여, ‘봉제관련지식(봉제

용어, 봉제기술 등)’ (M=4.24), ‘섬유 및 원단 생산공정’

(M=4.14), ‘원단, 소재관련지식(원단, 소재 종류 및 특성)’

(M=4.12), ‘의류생산공정의 이해’ (M=4.12) 등에서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영업지원을 위한 주요업무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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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목으로는 ‘영어활용능력’ (M=4.41), ‘커뮤니케이션 스킬

(M=4.41), ‘MS 엑셀/파워포인트/워드 활용능력’ (M=4.18), ‘의

복패턴에 대한 이해’ (M=4.18), ‘프리젠테이션 스킬’ (M=4.06),

‘봉제관련지식(봉제용어, 봉제기술 등)’ (M=4.06), ‘의류생산공

정의 이해’ (M=4.06)순으로 기초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의복제작

및 의류생산의 이해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간에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낸 주요업무능력을 살펴

보면, ‘섬유 및 원단생산공정’ (M 해외영업=4.14, M영업지원=3.65,

t=2.58, p<.05), ‘섬유, 원단, 소재 평가’ (M해외영업=3.94, M영업지원

=3.53, t=2.09, p<.05), ‘섬유/의류세계교역 및 무역의 이해’

(M해외영업=3.67, M영업지원=3.18, t=2.25, p<.05)의 항목에 대해서

는 해외영업이 영업지원보다 유의한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특히, 소재관련 항목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업지원은

해외영업에 비해 ‘프리젠테이션 스킬’ (M 해외영업=3.55, M영업지원

=4.06, t=-2.25, p<.05), ‘패션에 대한 기본지식’ (M해외영업

=3.51, M영업지원 =3.94, t=-2.36, p<.05), ‘일러스트레이터, 포토

샵 등 컴퓨터 활용능력’ (M해외영업=2.86, M영업지원=3.82, t=-3.95,

p<.001), ‘의복디자인관련 능력(패션일러스트, 도식화)’ (M해외영업

=2.86, M영업지원=3.53, t=-2.07, p<.05), ‘패턴 CAD활용능력’

(M해외영업=3.02, M영업지원=3.76, t=-2.64, p<.05), ‘의복제작능력’

(M해외영업=2.82, M영업지원=3.82, t=-3.48, p<.001)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디자인 및 의복제작 관련 능

력이 높게 나타났다. 

4.3. 회사 내 교육현황 및 외부 교육기관 활용현황

글로벌 소싱 기업에서 제공되는 회사 내 교육에 대해서는 조

사대상자 중 53명(80.30%)이 회사 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소재 및 의류생산과정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

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구체적인 회사 내 교육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영업에서는 ‘섬유소

재 관련 교육(섬유 종류 및 특성)’ (n=30, 7.13%), ‘원단소재관

련교육(원단소재 종류 및 특성)’(n=30, 7.13%), ‘섬유 및 원단

생산 공정’(n=27, 6.41%), ‘섬유, 원단, 소재 평가’ (n=27,

6.41%), ‘봉제 관련 교육(봉제 용어, 봉제 기술 등)’(n=27,

6.41%), ‘의류생산공정 교육’(n=26, 6.18%), ‘부자재 관련교육

(부자재 종류 및 특성)’(n=24, 5.70%) 등의 순으로 교육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원에서는 ‘원단소재관련교육(원단소

재 종류 및 특성)’(n=11, 6.75), ‘봉제관련교육(봉제 용어, 봉제

기술 등)’(n=10, 6.13%), ‘섬유소재관련교육(섬유 종류 및 특성)’

(n=9, 5.52%), ‘부자재 관련교육(부자재 종류 및 특성)’(n=9,

5.52%), ‘의류생산공정교육’(n=9, 5.52%), ‘의류생산시스템(ERP,

PDM 등)교육’(n=9, 5.52%) 등의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Gender n % Company n %

Female 47 71.21 HANSAE 24 35.82

Male 19 28.78 HANSOLL 13 19.40

Age n % LEE & CO. 8 11.94

20-29years old 19 28.79 LI & FUNG 6 9.09

30-39 years old 39 29.09 POONGIN 5 7.46

More than 40 years old 8 12.12 YOUNGONE 3 4.48

Education n % NAMYANG 3 4.48

High School 2 30.03 SAE-A 1 1.49

College 4 6.06 KYUNGSUNG 1 1.49

University 52 78.79 DAEWOO PAN-PACIFIC 1 1.49

Graduate School 7 10.61 NURIAN 1 1.49

Majors (University/College) n % Job experiences n %

Clothing & Textiles 35 52.24 Less than 3 years 19 28.78

Others 31 46.27 3-5 years 14 21.21

Study abroad n % 5-7years 13 19.70

Yes 24 36.36 7-10years 8 12.12

No 42 62.69 More than 10 years 12 18.18

Majors(Study abroad) n % Job area n %

Clothing & Textiles 12 17.91 Sales team 49 74.24

Language 7 10.45 Supporting team 17 25.76

Others 5 7.46 TOTAL 6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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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싱 기업의 실무자들 중 일부는 외부교육기관을 활

용하여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자 중에서 25명(37.31%)이 외부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외부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내

용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해외영업에서는 ‘영어교육

(회화, 작문, 듣기 등)’(n=8, 19.51%)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어학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외부교육기관

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섬유 및 의류 무역

교육’(n=4, 9.76%), ‘원단, 소재 관련교육(원단, 소재 종류 및

특성)’(n=3, 7.32%), ‘의복 패턴 교육’ (n=3, 7.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원에서는 ‘의복 패턴 교육’(n=5, 11.11%), ‘영

어교육(회화, 작문, 듣기 등)’(n=4, 8.89%), ‘패턴 CAD 교육’

Table 2. Basic job requirements of sales teams and supporting teams

Specific abilities

Sales

team

(N=49)

Supporting 

team

(N=17)
t

Mean(SD) Mean(SD)

Basic job 

performance 

related 

The ability to use English(e.g., conversation, writing, listening, etc.) 4.27(.67) 4.47(.51) -1.15

The ability to use the second language except for English(Language related) 2.82(.93) 2.59(.87) .89

The ability to use Microsoft office programs(e.g., Excel, PowerPoint, Word) 4.00(.74) 4.00(.71) .00

Communication skills 4.55(.61) 4.41(.51) .84

Presentation skills 3.47(.79) 3.76(.66) -1.37

The a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3.90(.65) 3.53(.72) 1.95

Basic knowledge of fashion 3.47(.74) 3.82(.81) -1.66

Leadership 3.80(.74) 3.53(.51) 1.38

Mentoring 3.61(.81) 3.71(.47) -.58

Textile 

related

Knowledge of fibers (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bers) 3.92(.81) 3.76(.83) .67

Knowledge of fabrics and textile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textiles) 3.94(.80) 3.71(.85) 1.02

Knowledge of subsidiary material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sidiary materials) 3.76(.85) 3.53(.87) .93

Fiber and fabric production processes 3.82(.88) 3.65(.61) .73

Fabric Testing 3.67(.85) 3.29(.85) 1.58

Design 

related

The ability to use software programs(e.g., Illustrator, Photoshop) 2.90(.90) 3.76(1.15) -3.19
***

Knowledge of colors 3.10(.85) 3.18(1.07) -.29

The ability to analyze fashion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fashion trend 3.06(.80) 3.47(1.01) -1.70

The ability to apparel design(e.g., fashion sketches and specifications) 2.67(.77) 3.24(1.15) -2.26
*

Merchandising 

related

Knowledge of fashion merchandising and retailing 3.02(.92) 3.00(.61) .10

Knowledge of fashion buying 2.86(.87) 2.88(.93) -.10

Production planning 3.59(.98) 3.53(.72) .24

The ability to analyze fashion consumers 2.86(.89) 3.35(1.00) -1.92

Understanding fashion industry 3.27(.73) 3.53(.87) -1.22

Understanding global sourcing and SCM(Supply Chain Management) 3.55(.87) 3.71(.69) -.67

Understanding textile and apparel trades 3.53(.74) 3.24(.83) 1.37

Apparel 

construction 

related

Knowledge of sewing(e.g., sewing terms, sewing techniques, etc.) 3.98(.97) 4.18(.81) -.75

Understanding apparel patterns 3.78(.98) 4.18(.88) -1.48

The ability to use pattern CAD 2.80(.87) 3.65(1.17) -3.18
***

The ability to make garments 2.59(.98) 3.59(.94) -3.66
***

Apparel 

production 

related

Understanding apparel production processes 4.00(.87) 4.24(.66) -1.02

Understanding apparel production machines 3.35(.88) 3.76(.83) -1.71

Apparel quality control(QC)/quality assurance(QA) 3.86(.98) 3.76(.97) .34

Understanding apparel production systems(e.g., ERP, PDM, etc.) 3.53(1.06) 3.88(.93) -1.21

The bold and underlined mean scores were higher than 4 points, and shaded sections indicated the significant results of t-test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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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 8.89%), ‘의복제작교육’(n=4, 8.89%), ‘영어 이외의 제2

외국어 교육(어학관련)’(n=3, 6.67%)관련 교육 순으로 외국어

및 의복 제작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외부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던 학부교과목 및 개설희망과목

패션관련 학부교과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19개 대학의

패션 관련 22개 학과의 교과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교별, 학과별 과목명이 상이하나 교과목 내용이 동

Table 3. Primary job skills of sales and supporting teams

Specific abilities

Sales team

(N=49)

Supporting 

team

(N=17)
t

Mean(SD) Mean(SD)

Basic job 

performance 

related 

The ability to use English(e.g., conversation, writing, listening, etc.) 4.27(.70) 4.41(.51) -.79

The ability to use the second language except for English(Language related) 2.96(.98) 3.12(.60) -.63

The ability to use Microsoft office programs(e.g., Excel, PowerPoint, Word) 3.98(.66) 4.18(.53) -1.11

Communication skills 4.31(.55) 4.41(.51) -.70

Presentation skills 3.55(.84) 4.06(.66) -2.25
*

The a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3.78(.74) 3.88(.70) -.52

Basic knowledge of fashion 3.51(.62) 3.94(.66) -2.36
*

Leadership 3.86(.71) 3.65(.61) 1.09

Mentoring 3.59(.81) 3.88(.49) -1.76

Textile 

related

Knowledge of fibers (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bers) 4.06(.72) 3.82(.81) 1.14

Knowledge of fabrics and textile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textiles) 4.12(.73) 3.88(.70) 1.19

Knowledge of subsidiary material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sidiary materials) 3.86(.71) 3.88(.60) -.13

Fiber and fabric production processes 4.14(.68) 3.65(.70) 2.58
*

Fiber and fabric testing 3.94(.69) 3.53(.72) 2.09
*

Design 

related

The ability to use software programs(e.g., Illustrator, Photoshop) 2.86(.82) 3.82(1.01) -3.95
***

Knowledge of colors 3.27(.78) 3.24(1.09) .10

The ability to analyze fashion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fashion trend 3.06(.83) 3.53(1.07) -1.86

The ability to apparel design(e.g., fashion sketches and specifications) 2.86(.89) 3.53(1.23) -2.07
*

Merchandising 

related

Knowledge of fashion merchandising and retailing 3.37(.86) 3.41(.87) -.18

Knowledge of fashion buying 3.20(.96) 3.18(.73) .11

Production planning 3.88(.90) 3.53(.80) 1.41

The ability to analyze fashion consumers 3.02(.85) 3.35(.86) -1.38

Understanding fashion industry 3.33(.75) 3.47(.80) -.67

Understanding global sourcing and SCM(Supply Chain Management) 3.59(.93) 3.71(.85) -.44

Understanding textile and apparel trades 3.67(.72) 3.18(.95) 2.25
*

Apparel 

construction 

related

Knowledge of sewing(e.g., sewing terms, sewing techniques, etc.) 4.24(.78) 4.06(.83) .84

Understanding apparel patterns 3.96(.84) 4.18(.73) -.95

The ability to use pattern CAD 3.02(1.01) 3.76(.97) -2.64
*

The ability to make garments 2.82(1.03) 3.82(1.01) -3.48***

Apparel 

production 

related

Understanding apparel production processes 4.12(.73) 4.06(.66) .32

Understanding apparel production machines 3.51(.68) 3.71(.85) -.96

Apparel quality control(QC)/quality assurance(QA) 3.94(.75) 3.82(.95) .51

Understanding apparel production systems(e.g., ERP, PDM, etc.) 3.84(.72) 3.76(.90) .33

The bold and underlined mean scores were higher than 4 points, and shaded sections indicated the significant results of t-test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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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혹은 유사한 과목의 경우 해당항목에 빈도를 중복하여 분석

하였다. 패션머천다이징 분야에서는 ‘패션마케팅/머천다이징/리

테일링’(n=42, 26.09%)과 ‘패션과 소비자행동’(n=17, 10.56%)

관련 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 분

야에서 많이 개설된 과목으로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n=41,

23.47%), ‘패션졸업쇼준비’(n=33, 20.50%), ‘패션디자인상품기

획’(n=32, 19.88%), ‘패션디자인CAD(포토삽/일러스트레이터

등)’ (n=22, 13.66%)’ 등이 있었다. 의복구성분야에서는 ‘평면

패턴 및 의복구성’(n=46, 28.57%), ‘드레이핑’(n=38, 23.60%),

‘봉제 및 테일러링’(n=21, 13.04%) 등의 과목이 활발히 교육되

Table 4. In-company education programs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Sales team Supporting team Total

n % n % n %

Basic job 

performance 

related 

English(e.g., conversation, writing, listening, etc.) 14 3.33 6 3.68 20 3.45

Second language except for English(Language related) 4 0.95 0 0.00 4 0.69

Microsoft office programs(e.g., Excel, PowerPoint, Word) 7 1.66 5 3.07 12 2.07

Communication skills 9 2.14 3 1.84 12 2.07

Presentation skills 6 1.43 1 0.61 7 1.21

Information collection 5 1.19 1 0.61 6 1.03

Basic fashion knowledge 12 2.85 4 2.45 16 2.76

Leadership 11 2.61 7 4.29 18 3.10

Mentoring 11 2.61 7 4.29 18 3.10

χ
2
=  p=

Textile 

related

Fibers (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bers) 30 7.13 9 5.52 39 6.72

Fabrics and textile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textiles) 30 7.13 11 6.75 41 7.07

Subsidiary material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sidiary materials) 24 5.70 9 5.52 33 5.69

Fiber and fabric production processes 27 6.41 8 4.91 35 6.03

Fiber and fabric testing 27 6.41 5 3.07 32 5.52

Design 

related

Software programs(e.g., Illustrator, Photoshop) 1 0.24 2 1.23 3 0.52

Colors 6 1.43 4 2.45 10 1.72

Fashion information and fashion trend 9 2.14 4 2.45 13 2.24

Apparel design(e.g., fashion sketches and specifications) 2 0.48 2 1.23 0 0.00

Merchandising 

related

Fashion merchandising and retailing 8 1.90 3 1.84 11 1.90

Fashion buying 7 1.66 2 1.23 9 1.55

Production planning 16 3.80 8 4.91 24 4.14

The analysis of fashion consumers 3 0.71 0 0.00 3 0.52

Fashion industry 8 1.90 2 1.23 10 1.72

Global sourcing and SCM(Supply Chain Management) 10 2.38 7 4.29 17 2.93

Textile and apparel trades 18 4.28 6 3.68 24 4.14

Apparel 

construction 

related

Sewing(e.g., sewing terms, sewing techniques, etc.) 27 6.41 10 6.13 37 6.38

Apparel patterns 13 3.09 3 1.84 16 2.76

Pattern CAD 6 1.43 4 2.45 10 1.72

Apparel making 4 0.95 2 1.23 6 1.03

Apparel 

production 

related

Apparel production processes 26 6.18 9 5.52 35 6.03

Apparel production machines 5 1.19 3 1.84 8 1.38

Apparel quality control(QC)/quality assurance(QA) 18 4.28 6 3.68 24 4.14

Apparel production systems(e.g., ERP, PDM, etc.) 17 4.04 9 5.52 26 4.48

Others 0 0.00 1 0.61 1 0.17

Total 421 100.00 163 100.00 580 100.00

Shaded sections indicated the highest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the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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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소재분야에서는 ‘텍스타일디자인’(n=21, 13.04%),

‘소재가공과 염색’(n=20, 12.42%)관련 과목이 많았다. 복식미학

/역사 분야에서는 ‘한국/동양/서양복식사’(n=34, 21.12%)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글로벌 소싱 관련 교과목의 경우, 패션

머천다이징 분야에서 ‘패션글로벌 소싱/무역실무’(n=3, 1.86%),

의복구성분야에서 ‘품질 및 생산관리’(n=9, 6.69%), ‘테크니컬

디자인’(n=1, 0.62%), 소재분야에서 ‘직물실험/의류소재평가’

(n=8, 4.97%), 기타에서 ‘패션실무영어’(n=1, 0.62%)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까지 글로벌 소싱 관련 교육이 몇몇 의류

학 분과의 소수의 과목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션 관련 학부 교과목에서 글로벌 소싱 및 관련 업무 취업

희망자를 위해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해외영업 및

영업지원 실무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소싱의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영어 교육(‘영

어활용능력’, n=36, 7.23%)의 요구가 높았고 소재 특성 (‘원단

소재관련지식’, n=34, 6.83%)과 ‘섬유/의류 세계교역 및 무역실

무’(n=28, 5.62%), ‘의류생산공정의 이해’(n=25, 502%)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영업관련 실무

자들은 ‘원단소재관련지식(원단, 소재 종류 및 특성)’(n=28,

6.98%), ‘섬유관련지식(섬유 종류 및 특성)’(n=27, 6.73%), ‘영

어활용능력(회화, 작문, 듣기 등)’(n=25, 6.23%), ‘섬유/의류세계

교역 및 무역의 이해’(n=25, 6.23%), ‘섬유, 원단 소재 평가

Table 5. The education programs of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Sales team Supporting team Total

n % n % n %

Basic job 

performance 

related

English(e.g., conversation, writing, listening, etc.) 8 19.51 4 8.89 12 13.95

Second language except for English(Language related) 2 4.88 3 6.67 5 5.81

Microsoft office programs(e.g., Excel, PowerPoint, Word) 1 2.44 2 4.44 3 3.49

Communication skills 1 2.44 1 2.22 2 2.33

Presentation skills 1 2.44 　 0.00 1 1.16

Information collection 1 2.44 　 0.00 1 1.16

Leadership 1 2.44 　 0.00 1 1.16

Mentoring 1 2.44 　 0.00 1 1.16

Textile 

related

Fibers (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bers) 2 4.88 2 4.44 4 4.65

Fabrics and textile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textiles) 3 7.32 1 2.22 4 4.65

Fiber and fabric production processes 2 4.88 　 0.00 2 2.33

Fiber and fabric testing 2 4.88 　 0.00 2 2.33

Design 

related

Software programs(e.g., Illustrator, Photoshop) 2 4.88 3 6.67 5 5.81

Colors 1 2.44 1 2.22 2 2.33

Apparel design(e.g., fashion sketches and specifications) 1 2.44 3 6.67 4 4.65

Merchandising 

related

Fashion merchandising and retailing 　 0.00 2 4.44 2 2.33

Production planning 1 2.44 1 2.22 2 2.33

The analysis of fashion consumers 1 2.44 　 0.00 1 1.16

Fashion industry 　 0.00 1 2.22 1 1.16

Textile and apparel trades 5 12.20 1 2.22 6 6.98

Apparel 

construction 

related

Sewing(e.g., sewing terms, sewing techniques, etc.) 　 0.00 2 4.44 2 2.33

Apparel patterns 3 7.32 5 11.11 8 9.30

Pattern CAD 　 0.00 4 8.89 4 4.65

Apparel making 2 4.88 4 8.89 6 6.98

Apparel 

production 

related

Apparel production processes 　 0.00 1 2.22 1 1.16

Apparel production machines 　 0.00 1 2.22 1 1.16

Apparel quality control(QC)/quality assurance(QA) 　 0.00 1 2.22 1 1.16

Apparel production systems(e.g., ERP, PDM, etc.) 　 0.00 1 2.22 1 1.16

Others 　 0.00 1 2.22 1 1.16

Total 41 100.00 45 100.00 86 100.00

Shaded sections indicated the highest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the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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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urriculum analysis of fashion-related majors

Specific classes n %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industry 11 6.83

Fashion marketing/merchandising/retailing 42 26.09

Fashion brand planning 7 4.35

Fashion global sourcing/fashion trade 3 1.86

Fashion business foundation 2 1.24

Fashion and consumer behaviors 17 10.56

Visual merchandising 8 4.97

Fashion design

Basics of fashion design 19 11.80

Colors and apparel planning 13 8.07

Fashion illustration 41 25.47

Specification 2 1.24

Fashion design CAD (Photoshop/Illustrator etc.) 22 13.66

Fashion design and product planning 32 19.88

The analysis of fashion trend information 10 6.21

Children’s wear/men’s wear/lingerie designs 6 3.73

The preparation of fashion graduation show 33 20.50

Fashion construction

Flat patterns and apparel construction 46 28.57

Sewing and tailoring 21 13.04

Pattern CAD 14 8.70

Men’s wear patterns and other patterns 8 4.97

Draping 38 23.60

Functional apparel development 1 0.62

Quality assurance and production management of fashion products 9 5.59

Technical design 1 0.62

Human body and clothing science/ergonomics 3 1.86

Textiles

Textile design 21 13.04

Textile design CAD 4 2.48

Knit and woven design 16 9.94

Fashion textile planning 14 8.70

Understanding fashion and textiles 15 9.32

Fabric finishing and dyeing 20 12.42

Textile experimentation/garment and fabric testing 8 4.97

New materials(textiles) for fashion 5 3.11

Aesthetics/

fashion history

Korean/eastern/western costume history 34 21.12

The 20
th

 century fashion history 5 3.11

Fashion and culture 10 6.21

Fashion styling 6 3.73

Others

Fashion journalism 5 3.11

Fashion global leadership 1 0.62

Practical training in fashion industry and internship program 15 9.32

Fashion practical English 1 0.62

Fashion practical terminology 1 0.62

Portfolio 11 6.83

Presentation 2 1.24

Total 161 100.00

The bold meant the highest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the education programs and the shade section indicated the curriculum related to global

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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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Testing)’(n=21, 5.24%), ‘섬유 및 원단 생산 공정

’(n=20, 4.99%), ‘봉제관련지식(봉제용어, 봉제기술 등)’(n=18,

4.49%), ‘의류생산공정의 이해’(n=18, 4.49%) 순으로 소재 및

무역, 패션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영업지원관련 실무자들은 ‘영어활용능력(회화, 작문, 듣기

등)’(n=11, 11.34%), ‘원단, 소재관련 지식(섬유종류 및 특성)’

(n=6, 6.19%), ‘프리젠테이션 스킬’(n=5, 5.15%)의 순으로 개설

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글로벌 패션시장에서의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역할

Table 7. Courses expected to be newly established

Specific classes
Sales team Supporting team Total

n % n % n %

Basic job 

performance 

related 

English(e.g., conversation, writing, listening, etc.) 25 6.23 11 11.34 36 7.23

Second language except for English(Language related) 5 1.25 1 1.03 6 1.20

Microsoft office programs(e.g., Excel, PowerPoint, Word) 12 2.99 4 4.12 16 3.21

Communication skills 12 2.99 3 3.09 15 3.01

Presentation skills 12 2.99 5 5.15 17 3.41

Information collection 6 1.50 1 1.03 7 1.41

Basic fashion knowledge 10 2.49 0.00 10 2.01

Leadership 7 1.75 0.00 7 1.41

Mentoring 3 0.75 0.00 3 0.60

Textile 

related

Fibers (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bers) 27 6.73 2 2.06 29 5.82

Fabrics and textile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brics and textiles) 28 6.98 6 6.19 34 6.83

Subsidiary materials(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sidiary materials) 14 3.49 3 3.09 17 3.41

Fiber and fabric production processes 20 4.99 4 4.12 24 4.82

Fiber and fabric testing 21 5.24 3 3.09 24 4.82

Design 

related

Software programs(e.g., Illustrator, Photoshop) 4 1.00 0.00 4 0.80

Colors 8 2.00 1 1.03 9 1.81

Fashion information and fashion trend 8 2.00 2 2.06 10 2.01

Apparel design(e.g., fashion sketches and specifications) 5 1.25 2 2.06 7 1.41

Merchandising 

related

Fashion merchandising and retailing 11 2.74 1 1.03 12 2.41

Fashion buying 7 1.75 2 2.06 9 1.81

Production planning 15 3.74 2 2.06 17 3.41

The analysis of fashion consumers 5 1.25 1 1.03 6 1.20

Fashion industry 8 2.00 1 1.03 9 1.81

Global sourcing and SCM(Supply Chain Management) 11 2.74 6 6.19 17 3.41

Textile and apparel trades 25 6.23 3 3.09 28 5.62

Apparel 

construction 

related

Sewing(e.g., sewing terms, sewing techniques, etc.) 18 4.49 4 4.12 22 4.42

Apparel patterns 14 3.49 5 5.15 19 3.82

Pattern CAD 9 2.24 5 5.15 14 2.81

Apparel making 5 1.25 2 2.06 7 1.41

Apparel 

production 

related

Apparel production processes 18 4.49 7 7.22 25 5.02

Apparel production machines 10 2.49 3 3.09 13 2.61

Apparel quality control(QC)/quality assurance(QA) 11 2.74 3 3.09 14 2.81

Apparel production systems(e.g., ERP, PDM, etc.) 6 1.50 3 3.09 9 1.81

Others 1 0.25 1 1.03 2 0.40

Total 401 100.00 97 100.00 498 100.00

Shaded sections indicated the highest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the classes expected to be new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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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고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소싱 전문인력 양성 및 교

육의 요구가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글로벌 소

싱 업무 및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들의 대학 내 교과과정

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현재의 대학의 의류학 교과 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

벌 소싱 기업 내 해외영업 및 영업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글

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주요업무특성 및 교

육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소싱 산업의

의류학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 특성 및 교육 실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소싱 기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 및

능력으로는 ‘영어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MS 엑셀

/파워포인트/워드 활용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활용능력’

의 경우, 글로벌 패션브랜드와 소매유통업체의 섬유의류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글로벌 소싱의 업무 특성(Kim,

2012)으로 인하여 영어에 대한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요건 및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글로벌 소싱 구조로 각 조직과 팀 간의 의사소통이 업무 시

중요한 요소 및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의 영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 소통이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업무 수행 요건 및 능력은

기존의 의류학 교과 과정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이는 패션 전문

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Yoo et al.(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결과로 글로벌 패션 관련 직종에서는 어학, 협상력, 컴퓨

터 운용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소싱 업무에 있어서 의류학 관련 지식 및 능력

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소싱 기업 내 해외영업

팀 및 영업지원팀에서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컴퓨터 활용

이나 무역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봉제관련 지식’, ‘의복패턴에

대한 이해’, ‘의류생산공정의 이해’ 등의 의류학에 기초를 둔

봉제, 패턴, 의류생산 등 섬유패션 관련 지식 및 이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팀의 경우 의복 제작

및 의류 생산, 의류 소재 관련 항목에 대한 능력이 높이 요구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지원팀의 경우 디자인, CAD,

의복 제작 등의 의복 디자인 및 테크니컬 디자인 관련 요구가

높게 나타나 섬유, 원단, 소재, 의복의 의류학 관련 능력이 지

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 및 조직에 따라 의류학에 관련

된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능력 및 자질, 지식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해외영업팀과 영업지원팀의 경우 수행하는 주요

업무의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영업팀은 제품기획에서부터 샘플

제작, 원단 개발 및 생산, 부자재 개발 및 생산 등 섬유의류제

품의 통합적인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류 생산공정의 이해’, ‘섬유 및 원단

생산공정’ 등의 전반적인 섬유, 의류 제품의 생산 과정 이해가

요구되고 있고 소재 및 봉재 등의 섬유의류제품의 기본적인 지

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업지원팀의 경우, 주요

업무가 테크니컬 디자인 업무와 디자인 업무로 나눠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좀 더 디자인과 패턴이 중심이 되는 전문적인 지

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소싱 기업이 전

문화되고 세분화 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이 분업화 되

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분화된 조직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글로벌 소싱 기업 내 업무 관련 재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의류학 교과 과정은 글로벌 소

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개발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 및 의류생산과정에 대한 기업 내 재교육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소

싱 업무에서 소재 및 의류생산공정에 대한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실무자들이 이에 대한 지식 및 교육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패션관련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및 의류생산공정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Moon and

Park(2010)의 패션디자이너 재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

지로 대학 내의 교육이 패션실무와 상이한 교과과정으로 인한

재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외부교육기관

을 활용한 업무 교육에 있어서는 역시, 영어를 비롯하여 의복

제작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국내 의류학 교과과정

에서 제품생산, 의류소재, 테크니컬 디자인 분야의 교과과정이

디자인 및 머천다이징 교과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Ju et al., 2011) 이와 같은 생산, 소재, 의복 제작 교육의 부

족으로 기업에서의 재교육이 이루어 지고(Moon & Park,

2010) 있고 이와 관련된 생산전문가, 소싱전문가, 테크니컬 디

자이너가 가장 부족한 인력인 것으로 선행연구에도 나타났다

(Ju et al., 2011). 따라서, 소재 및 의류생산 공정 관련한 학과

목의 개설이 필수적이며 또한 의복 제작 등 테크니컬 디자이너

인력 양성 및 교과목 개발이 시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에서의 재교육 및 외부교육 기관 활용에 대한 조사에 이

어 국내 4년제 대학의 의류학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의류학

전분야에 걸쳐 내수 패션브랜드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 개발, 의

복 제작, 판매, 유통에 대한 수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소싱 관련 교과 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교육

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류학 교과

목 중에서 패션 머천다이징 분야는 1.86%, 의복구성분야에서

는 7.32%, 소재분야에서 4.96%만이 글로벌 소싱 관련 교과목

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소싱 관련된 교과목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글로벌 소싱 산업 현장과 학교 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를 파악하

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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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글로벌 소싱 관련 실무자들을 통하여 알아본 글

로벌 소싱 관련 희망 교과과정 개설은 영어에 대한 요구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여준 글로벌 소싱 관련 기본

자격 요건 및 능력에 나타난 높은 영어활용능력이 교육으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의류학 교

과목의 경우, 패션실무영어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한 곳에 불

과하여 이와 관련된 영어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실무영어와 같은 교과목은 글로벌 소싱 뿐만 아니라 거대화된

글로벌 패션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섬유패션무역 및 글로벌 소싱 교육과

소재 및 의류생산공정교육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교육 실태에서의 결과에서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재교육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소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글로벌 패션시장에서의 글로벌 소싱의 역할이 확대되

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글로벌 소싱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화된 전문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턴십(Internship)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Mentoring Program)을 비롯하여 생산 관리 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 및 산학협력과정을 통해 글로벌 소싱 산업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글로벌 소싱 산업의 이해를 통하여 글로벌 소싱 현장

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류 생산 과정, 글로벌 소싱, 의복 제작 과

정 등의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소싱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용어, 봉제 용어, 생산 용어 등을 교육하여 글로벌 소싱에 대

한 기본 지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디

자인, 소재, 기획 등의 의류학 교과 과정뿐만이 아니라 의류 산

업 및 글로벌 소싱의 특성이 반영된 영어 활용,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류 무역 등 산업에서 필수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해외영업, 테크니컬 디자이너, R&D의 소재 및 제품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컬러리스트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글

로벌 소싱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패션 머천다이징, 디자인,

의복 제작 등 각 분야별로 교육 과정을 특성화 하는 한편, 모

든 분과를 아우를 수 있는 연계 교과목 개설 및 팀티칭을 통

하여 글로벌 소싱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소싱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소싱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

고 그 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글로벌 소싱 및 관련 교육에 대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글로벌 소싱 현장에 있는 실무자의 시각에서 파악

한 업무와 업무수행 능력을 반영하여 글로벌 소싱 관련 교과과

정 개발 및 내용에 대한 요구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류학

의 글로벌 소싱 관련 교과 과정 개설 및 실행의 구체적인 지

침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교과내용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러나 교과과정 자료의 경우 대학발간자료 및 인

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교과목 명을 비교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교과과정 운영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개설 교과목을 조사하고 강

의 계획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교과과정 분석이 국내 교육과정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국내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

가의 의류학 교과 과정을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

해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소싱을 포함한 다양한 패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다양의 규모 및 크기의 글로벌 소싱 기업을 대상으

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온라인 상으로 설문조사 진행되어 기

업에 따라 업무 특성 및 교육 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벤더, 에이전시, 섬

유원단업체 등 글로벌 소싱 기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다 구

체적이고 다양한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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