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0, No.7 (August 2010) pp.31-46

패션기업의 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박 주 희*․문 희 강+

사디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

Design of a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Fashion 

Designers in Fashion Enterprise

Ju-Hee Park*․Hee-Kang Mo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Full-time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Paichai University+

(투고일: 2010. 3. 23, 심사(수정)일: 2010. 7. 2, 게재확정일: 2010. 7. 30)

ABSTRACT

Fashion industry is faced with issues of raising the competitiveness of established designers 
recently. As well as the change of business system, the specialization of professionals in design 
team increases the needs of in-service training of fashion designers. But, the education programs 
of enterprise are generally focused on adaptability to the organization and harmony among men 
as an introduction level. Furthermore, there are few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give an educa-
tion to the working-level designers. Thus, this study aimed at development of specialized in-serv-
ice training program that could educate established designers for more integrated thought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the fashion field. Firstly,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in-service train-
ing and changes of fashion environment had been stud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n, the 
current state of in-service training of fashion enterprises and the courses for established designers 
in fashion institutions were analysed. Finally,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in-service training 
program for fashion designers has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gram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research which reached 4 different educational needs 
for in-service training: brand planning and management, understanding production, under-
standing practical fabrics & colors, computer program. The study went further to apply the pro-
gram to each design group divided by career: new designer, junior designer, senior designer, de-
sign leader. This study also suggested evaluation process to confirm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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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vice training program by groups(그룹별 재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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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기업은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과 조직이 전략적으

로 펼쳐나가는 사업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 인

간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오늘날, 인재개발과 인

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람간의 합리적인 네

트워크와 조직의 부서별 능력 발휘를 위한 동기부여

와 복지제도가 더욱 중요해진다.1) 한편 ‘소프트화’가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등장한 가운데, 브랜드,

기업이미지, 디자인, 지식 등의 소프트자산이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보강하는 무형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2) 따라서 점차 소프트자산과 관련한 인력 및

그 인력의 관리 또한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패션업계는 해외 선진브랜드의 국내유

입3), 내수브랜드의 해외진출4) 등으로 글로벌화가 가

속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글로벌 인력

의 국내정착 등으로 기업 내 디자이너의 인적구성

또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디자이너 인적구성의

변화는 국내 디자인교육과 디자인실무 사이의 간극

에 더해 각각의 디자이너가 경험한 교육환경 및 교

육내용의 차이에 의해서도 인력 간 편차가 점점 커

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인재채

용의 과제를 넘어서 기 채용된 디자이너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정보화, 지

식화, 디지털화의 21세기에 디자인 영역은 다른 영역

과의 융합 및 분열로 통합적 지식을 요구받고, 기업

내 ERP도입 등 업무시스템의 변화, 스타일 디자이너

와 소재 디자이너 외에도 아트 디렉터, 칼라리스트,

테크니컬 디자이너 등 디자인실 전문 인력의 세분화

등의 변화는 디자인 인력의 재교육 및 심화교육의

니즈를 더욱 높이고 있다.5) 그러나 대기업에서 자사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연수원의 교육은 현업적응

력과 인화력, 기초역량을 키우기 위한 입문교육의 수

준을 넘어서기 힘든 실정이며, 국내에는 실무자를 대

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도 전무하거니

와 패션컨설팅사나 사설교육기관을 통한 맞춤식 기

업교육 또한 다양한 영역의 연결이 필요한 통합적

심화교육의 수요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

업 내 패션디자이너와 관련한 연구로는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6)외에 재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7)가 있으

며 재교육과정을 제안하는 연구는 아직 없다. 또한

타 분야 디자이너나 무용 및 공연예술 등 전문 인력

의 재교육 요구와 그에 따른 연구들8)도 패션디자이

너를 위한 재교육 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직 디자이너를 패션 환경

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재교육 과

정의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

제안은 교육의 부재로 전문인력의 수급난를 겪고 있

는 국내 패션기업에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

고 예비디자이너를 배출하는 패션교육기관에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지닌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업 재교육의 전반

적 현실과 변화된 패션환경을 고찰하고 이를 디자이

너 재교육의 현실에 조명하여 그 필요성을 도출해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패션기업의 기업 내 재교육과 국내 전

문기관의 실무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해외 선진교육기관이 개설한 현직디자이너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고찰한다.

셋째, 국내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이너 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가 병행

되었다.

우선 패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관련

연구논문이 거의 없으므로, 제품디자이너 등 타분야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논문과 디자이너 및 디

자인경영 관련 전문서적의 문헌연구를 통해 실무자

교육의 환경과 현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업담당자

면접, 교육과정 브로슈어와 교육기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기업과 국내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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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상의 선진교육 컨텐츠에 대한 사례연구가 진행

되었다. 기업 내 교육현황을 위한 기업담당자 면접은

지속적으로 전문직 교육을 설계, 수행하고 있는 패션

대기업 L사, C사의 교육담당자와 각각 하였으며, 면

접은 신입 및 기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내외 세미나 및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현행

교육과정과 평가과정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실무자 교육기관 사례연구로는 국내의 공적기관 2곳

과 사설교육기관 1곳을 비롯하여 미국 2곳, 영국 2곳,

프랑스 1곳의 패션전문 교육기관이 분석되었다.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교육이 종합대학의 학위과정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현실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교육 사례로는 한국패션협회와 서울패션

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 패션전문 교

육기관 중 실무자 대상 단과수업을 제공하는 FIK의

교육이 채택되었다. 또한 해외사례로는 패션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교육기관 중에서 패션기업이

많은 대도시의 대표적 패션전문 교육기관들을 우선

선정하고, 그 중 실무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였는데 뉴욕의 FIT,

PARSONS, 런던의 LCF, CSM, 그리고 파리의 IFM

이 그것이다.

Ⅱ. 기업 재교육의 현실과 필요성
1. 기업 재교육의 개념과 현실
국어사전에 나타난 재교육의 의미는 ‘이미 어떤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이 끝난 사람에게 다시 교육

함’9)으로서,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내용의 교육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시행하는 재교육의 형태로는 상사나 선

배가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전수하는 OJT,

신입사원 연수, 타 부문 견학 및 실습교육을 위한

‘직무순환’, 창조성개발, 중간관리자의 자질, 마케팅,

국제화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기업 내 재교육

프로그램’, 컴퓨터응용, 정보분석, 경영전략 등에 관

한 교육이 제공되는 ‘전문기관 및 학계의 강좌’ 등으

로 파악된다10) 재교육의 여러 방법들 중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자 하는 재교육의 형태는 ‘기업 내 재교

육 프로그램’과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기관

및 학계의 강좌’인데, 이는 기업연수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전문기관이 맞춤설

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연수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21세기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90년대 초기 400개에 불과하던

미국 내 기업연수원이 2003년에는 2000개로 성장하

였으며,11) 이들은 기업전략을 교육에 접목시켜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 GM사의 실패요인 중 하

나로서 인재양성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지적되는 가

운데, GE사가 크로톤빌12)을 비롯한 자사 연수원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 1만 여 명의 직원 및 고객사

임직원을 교육시키고 있는 점13)은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과정은 기업 재교육의 컨

텐츠를 다양화시킨다. 신규 혹은 외부인력 채용이 많

지 않은 HP사의 장기고용정책은 이러한 대학의 평

생교육으로 가능한 것이다. 스탠포드대학 평생교육원

에는 매년 200여 기업에서 약 5천명이 등록을 하는

데 HP사 직원들이 수강생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

다. 새해가 되면 HP사 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

고 그 해에 받을 교육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고 회사

는 직원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를 도와준다.14) 최근 들어 미국, 유럽의 전통대학들

은 편의성 및 저비용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방법을

개발, 자국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의 재교육수요

까지 만족시키고 있다.15)

기업 재교육의 또 다른 형태인 전문기관이 맞춤설

계한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직군

의 심화교육이나 특정주제의 해결안을 찾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과 개별직원의 요구에 맞

추어 설계한 특정 프로그램은 기업연수원이나 대학

이 따라갈 수 없는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어, 영리추

구적인 전문교육기관 및 수많은 컨설팅업체들의 성

장은 기업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한편 IMF체제 이후 국내기업들은 대량감원과 핵

심인력 유출을 경험했으며, ‘개인의 시장가치 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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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이라는 사고로 교육투자를 대폭 감축한 바

있으나,16) 최근에는 미국 등 선진국 기업성장의 배경

인 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재인식, 몇 년간 소홀해왔던 사람에 대한 투자를 다

시 늘리고 사내교육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나가는

단계에 있다.17)

2. 국내 패션환경 변화와 디자이너의 요구능력
조동성, 이동현18)은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

하고 정보 및 서비스 산업이 강조되어 디자인이 지

적기술 영역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며, 디자인의

경계 또한 초월되고 다른 영역과의 융합과 분열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개념에

도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 예견하였다. 실제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 국

내의 패션기업에서는 디자이너의 업무와 관련한 여

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디자인팀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들 수

있다. 대기업을 비롯하여 패션전문기업들은 디자인팀

인력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인 디렉터, 스타일

디자이너, 소재 디자이너, 칼라리스트 등으로 세분화

시키고 있으며,19) 스타일 디자이너 또한 블루, 화이

트, 블랙 등 라인별로 혹은 아우터, 상의, 하의, 이너

웨어 등 아이템별로 세분화, 전문화시키고 있다.20)

특히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디자이너의 스케

치를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업무를 하는 테크니컬 디

자이너21)의 기용도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22) 이러

한 변화는 업무영역이 보다 세분화된 선진국의 디자

이너가 디자인개발을 중심업무로 하는 것과 달리 우

리나라 디자이너는 정보수집에서 상품기획 전반에

걸친 업무를 도맡고 있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23)에

서 한걸음 나아간 현실로 볼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

의 아이템별 업무분장은 전체 아이템을 디자이너가

함께 디자인하고 채택된 디자인만을 진행하던 업무

형태에서, 맡은 아이템만을 디자인하고 진행하는 업

무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이템에 따라 업

무를 분장하는 브랜드의 경우, 경력에 따라 종적인

직무체제를 지녔던 기존의 디자인팀 형태에서 각각

의 디자이너가 전문성을 가진 수평적 업무형태의 조

직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러한 디자

인팀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는 각각의 디자이너에

게 주어지는 업무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좁아짐과

동시에 깊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같은 경력의

기존디자이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이 요

구됨을 알 수 있다.

디자인팀의 변화뿐만 아니라 디자인팀의 협력부서

및 협력업체 또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사내의

R&D팀, 기획팀, 마케팅팀 등 협력부서에 패션전문인

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이거나 패션전문 정보회

사, 패션전문 컨설팅사, 패션전문 광고사, 패션전문

홍보사 등 패션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

용하는 외부 협력업체들의 전문화는 디자이너의 개

념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24) 이렇듯 과거 디자이

너의 업무 중 하나인 정보분석, 시장조사, 기획방향

설정, 홍보 관련 업무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

리 잡으면서, ‘컨셉설정과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이라

는 디자이너의 기본 업무는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이라는 디자이너 고유의 업무

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정보가 일반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되며, 해외유명브랜드 및 신진디자이너들

을 포함한 중소브랜드의 국내유입으로 패션현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더욱 강조된다.

아웃소싱의 확대 등 생산방식의 다양화 또한 디자

이너의 업무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특수봉제가

필요한 가죽, 모피, 니트, 악세서리 등 특정 아이템만

을 완제품 사입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우븐 아이템

을 임가공 형태로 생산, 디자이너의 업무 중 많은 부

분이 생산과 관련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븐

아이템조차 완제품 사입형태의 아웃소싱으로 확대되

어가는 추세25)에 따라 샘플용 소재 및 부자재선정에

서 샘플제작, 가봉보정, 구체적인 작업지시서 작성

등에 이르던 디자이너의 생산관련 업무에도 점차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26)

이제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인 국내 패션시장에

서 디자인 디렉터에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와

정확한 방향설정을 위한 ‘패션분석가’로서의 전문성

이 더욱 요구되고, 실무디자이너에게는 업무세분화에

따른 자기영역의 전문화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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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최근의 변화들

은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선진기업에서 시작된 것이

지만, 대다수 국내 패션기업 또한 가까운 미래에 맞

게 될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패션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Ⅲ. 국내외 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본 장에서는 기업디자이너들이 업무전문성을 증진

하고 업계의 변화를 발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재교

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디자이너 재교육의 형태로는 ‘기업 내 재교육

프로그램’과 기업의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디자이너가

업무외의 시간에 수강하는 ‘전문기관의 강좌’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 내

재교육 현황은 교육담당자를 통해 파악하였고, 디자

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강좌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기업 내 재교육에

대한 자료접근이 어려운 해외사례의 경우, 기업 혹은

현직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개설된 패션전문 교육기

관의 강좌만을 고찰하였다.

1. 국내
1) 기업 내 재교육현황27)

현재 국내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디자이너교육으로

는 신입사원교육, 사내세미나, 전문기관의 맞춤교육,

해외문화체험 등이 있다.

일정 인원의 디자이너를 매년 채용하는 국내의 패

션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위한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신입사원 교육은 3일 정도의 짧은 단기교육에

서 6개월간 진행하는 집중교육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교육은 회사의 현업적응력과 기초역량을 키우기 위

한 입문교육으로서 주로 회사 내 기본적인 업무흐름

의 이해, 업무관련 현장체험, 조직 내 자기관리의 중

요성 배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며 다양한 창의

적 프로젝트 수행에 이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미 디자인전공을 마친 신입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적 교육보다는 해

당기업에 필요한 적응력과 인화력을 키우는데 보다

집중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기존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사

내의 혹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헐적으로 진

행되는 사내세미나 형식의 교육이 있다. 이러한 교육

은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의

식의 제고가 목적이며 패션디자인이 더 이상 배타적

인 영역이 아니며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더

창의적인 사고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최근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 리더들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며, 연간 진행되는 세

미나 횟수를 고려할 때 인스퍼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디자이너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패션전문 대학교가 없는 국내의 현실에서 현재 패

션기업이 현직 디자이너들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고

려하고 있는 교육으로는 패션컨설팅사나 FIK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맞춤식 기업교육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에서도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있지 않아 경력디자이너를 위한 교육시

행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 외에 새로운 기술의 도

입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디지털 관련교육은 간단한

툴을 다루는 정도의 입문 교육을, 관련기기 제공업체

를 통해 단기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

한 프로그램 사용능력을 넘어 디자이너가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심화과정을 교육하는 실정은 아니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디자이너를 장기적인 안목

에서 기업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해외

디자인 전문대학의 단기과정 수강, 2개월간 해외 선

진기업에서의 연수, 30일 내지 50일 동안의 해외문화

체험, 해외 지역전문가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제도 또한 소수 인원들만 혜택을 받는

문제나 업무공백의 문제, 효과적인 현업복귀 등의 과

제를 안고 있다.

2) 전문기관의 교육현황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 외에 디자이너 개인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

았으나 종합대학의 학위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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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국패션협회, 서울패션센터 등 전문기관의

중소기업 실무자대상 교육이 비정기적으로 있으며,

Sadi, Esmod seoul, FIK와 같은 사설 패션교육기관

중에서는 FIK만이 일반 디자이너를 위한 단과 교육

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패션협회28)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구에 따라 직무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으로는 중

소기업 경영인이나 지도자급의 기획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개괄적인 주제의 교육이나 MD, 판매자교육 등

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디자이너라는 전문직을

위한 교육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화 방향’, ‘글로벌 시대의

소비자 문화와 마케팅전략’,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유

통전략 비교분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커뮤

니케이션 전략’,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마케팅전략에

대한 사례 분석’, ‘글로벌 마켓에서의 브랜드 프로모

션 전략’ 등을 교육하는 <글로벌 BM(Brand Manager)

교육>을 비롯하여 <글로벌 SPA 브랜드 기획교육>,

<글로벌 패션 아웃소싱교육>, <글로벌 패션브랜드 전

시교육> 등이 디자인 경영자 혹은 디자인 리더의 참

여가 가능한 강좌로 보인다.

서울패션센터29)에서는 실무교육을 연간 12회 내외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MD, VMD,

모델리스트 등을 위한 교육이 비정기적으로 개설되

었다. 그 중 <VMD교육>을 비롯하여 <컬러마케팅교

육>, <도식화교육>, <패턴교육> 등을 디자이너의 직

무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강좌당 1회에

서 5회 정도의 수업이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되고

있어 현직 디자이너를 위한 심화교육으로는 적당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K30)에서도 <트랜드 & 색채소재과정>, <디자인

CAD>,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VM교육> 등 기획

실무자를 위한 실무자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디자이

너의 직무향상에 필요한 수업은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이는 같은 기관에서 MD교육을 영업, 생산, 신발, 바잉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설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2. 해외
해외의 경우, 디자이너가 자기 계발을 위해 전공

관련 심화교육이나 신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적 교육과정으로 미국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Continuing and Professional studies

와 Parsons(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의

Continuing Education, 영국 LCF(London College of

Fashion)와 CSM(Central Saint Martins)의 Short

Courses를 들 수 있으며, 프랑스의 그랑제꼴인 IFM

(Institute Français de la Mode)에는 디자인 경영자

를 비롯한 디자인관련 관리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Formation Continue가 있다. 한편, 모든 학교가 기업

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설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1) 미국 FIT31)와 Parsons32)

FIT의 평생교육과정에는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

서 부족한 지식을 얻기 원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다

양한 세미나와 워크샵, 정기적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

으며 회사차원의 위탁교육도 이루어진다.33) 이 과정

에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가 수여되는 크레디

트 코스와 일반인이 학위와 관련 없이 자기 계발을

위해 수강하는 넌-크레디트 코스가 있다. 크레디트

코스는 드레이핑과 패턴을 비롯한 기초의복구성에서

가죽, 쿠투어, 코르셋, 니트, 수영복 등 특수의복구성

과목들을 다루는 <패션디자인 어패럴>과 아트 앤 디

자인, 스케치, 포트폴리오,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 등을 다루는 <패션디자인 아트>, 그리

고 <수준별 드레이핑>, <수준별 패턴메이킹>, <남성

복>, <모자류> 등을 포함한다. 넌-크레디트 코스에서

는 <컬러 스페셜리스트>, <컴퓨터 활용: 디자인>,

<패션비즈니스>, <패션스타일링>, <FIT/NYC 토크

&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보다 특화된 영

역의 심화교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컬러 스페셜리

스트>에서는 심리, 아트, 과학, 현대미술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본 컬러이론들을 각각 다루고 있으며, <컴

퓨터활용: 디자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CAD:

color, U4ia, Kaledo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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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소재, 제품표현을 다루는 수업을, <패션비즈니

스>에서는 여러 수준의 패션상품기획, 소재, 염색, 프

린팅, 후처리, 디자인 대가들, 패션예측 및 예측방법,

컬러예측 및 컬러기획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소매점 혹은 미디어를 위한 <패션스타일링>, 뉴욕트

렌드, 빈티지 쇼핑, 주목받는 지역, 점포, 레스토랑

등 핫 이슈들을 다루는 <FIT/NYC talk & tours> 등

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관련된 수업으로

판단된다.

한편, Parsons의 Continuing Education에서는 <디

지털디자인>의 초급 혹은 중급 패션CAD, <순수예술

과 기초>의 컬러이론, <패션디자인>의 복식사, 20세

기 패션과 대중문화, 패션트렌드, 디자인스케치, 디스

플레이, 잡화디자인, 의복구성, 디자인과 소재선택,

패션소재 등의 실무 디자이너 교육이 이루어진다.

2) 영국 LCF34)와 CSM35)

LCF와 CSM은 6개의 예술대학으로 이루어진 UAL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에 속한 학교로서

LCF는 디자인뿐 아니라 패션비즈니스와 관련한 여

러 전공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CSM의 패션교육은

디자인에 보다 집중된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야간에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학기

중의 단기강좌를 크리스마스, 이스터, 여름 등 휴일

기간을 이용, 3일에서 5일간 집중강좌로도 개설한다.

LCF에는 <패션디자인>, <패턴>, <생산>, <텍스타

일>을 비롯하여 <잡화>, <패션경영> 등 다양한 단기

과정이 제공되고 있는데 각 과정에는 초급 혹은 중

급 등의 수준이 명시되어있어 디자이너는 자신의 능

력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패션디자인>에서는

패션사, 현대패션사, 컬러이론, 패션예측, 포토샵, 일

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실무에 필수적인 수업을 비

롯해서 리사이클링, 란제리 및 수영복, 임부복, 아동

복 등 전문적인 영역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

며, <패턴>에서는 여성 및 남성패턴과 드레이핑 수업

을, <생산>에서는 쿠투어 테일러링 및 빈티지 쿠투어

테크닉을, <텍스타일>에서는 직물, 편성물, 자수의 기

초와 텍스타일 디자인, 디지털프린트, 비딩 등의 수

업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업무분장에 따라 신

발, 가방, 가죽소품, 모자류 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수업을 <잡화>에서 들을 수도 있으며,

디자인 리더의 경우 <패션경영>에서 제공하는 매니

지먼트, 마케팅, 럭셔리 디자인과 브랜딩, 비주얼 머

천다이징 및 공간경영 등의 수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SM 또한 패션 및 텍스타일과 관련하여 <컴퓨

터>, <패션디자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

디자인 경력자들을 위한 과정을 비롯, <패션잡화>,

<패션마케팅>, <텍스타일디자인> 등 디자인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단기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활용을 위한 <컴퓨터>의

여러 강좌들과 <패션디자인>의 패션 컬렉션, 티셔츠

컬렉션, 런던패션, 패션믹스, 스타일링, 리서치 스킬

등은 다양한 아이디어 전개의 토양이 되며, 테크니컬

패션드로잉, 실험적 패션드로잉, 패션 스케치북 등을

다루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디자인 아이디어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기술의

증진을 가능케 한다. 한편, 쿠투어 테일러링, 디컨스

트럭팅 패션, 실험적 접근의 패턴메이킹 등을 다루는

<제작>은 디자인 경력자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술교육들이다. 이 외에도 핸드백, 슈즈, 모자,

티아라의 디자인과 제작을 비롯하여 가방, 지갑, 패

션인형 등을 포함하는 빈티지소품, 가방 디자인과 커

뮤니케이션 등을 다루는 <패션잡화>, 아트디렉션, 패

션예측, 패션광고, 패션스타일링, 퍼스널스타일링 등

을 다루는 <패션마케팅>, 디지털디자인, 디지털프린

트, 염색, 레이저커팅, 핸드페인팅, 핸드프린팅, 핸드

니팅, 기계니팅, 텍스타일디자인 예측 등을 다루는

<텍스타일디자인> 등 디자인관련 다양한 업무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3) 프랑스 IFM36)

IFM은 프랑스 패션 및 디자인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프랑스 산업자원부와 패션 전문

가들에 의해 1986년 세워진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

으로서 2006년에는 그랑제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37)

디자인 경력자 및 패션기업의 관리급 인사들을 대상

으로 postgraduate(석사학위 2단계: Bac+5)38)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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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외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표 1> 국내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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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IFM에서는 디자인 실무자들을 위해 Forma-

tion Continue라는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IFM교수를 비롯, 기업총수, 박물관

장, 예술비평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디자

인계와 패션계를 교차하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의 상상력과 경험을 전달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현재 IFM의 평생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디자인, 제품,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

션, 유통 및 머천다이징, 구매 및 물류, 국제화 등 전

문가들이 이끌어가는 <분야별 세미나>, 책임자급 전

문가들의 교류 기회로도 활용되는 <문화와 창조>, 그

리고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을 더 넓

혀 나가기를 원하는 고위 관리자나 경영자 대상의

<통합 세미나>가 있다.

<분야별 세미나>는 패션의 문화, 패션의 역사, 창

의력의 힘, 패션창조 디자인경영, 창조과정, 색채의

활용, 색채의 문화 등으로 구성된 ‘창조’, 컬렉션설계,

컬렉션기획, 제품전략, 옷감의 분석과 이해, 의복이해

와 평가, 신발류, 가죽제품류, 하우스, 란제리류 등으

로 구성된 ‘제품’, 소비자행동론, 고객가치 창조, 개혁

의 힘,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분석 등을 다루는 ‘마케

팅 및 커뮤니케이션’, 21세기의 중국, 일본, 인도, 러

시아 등을 다루는 ‘타국가에 대한 이해’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화적, 창의적, 국제적 현실과 밀

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다각적인 관점으로 분석해보

는 <문화와 창조>에서는 패션, 머천다이징, 커뮤니케

이션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통해 명품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인식 등을 파악하며,

창조적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앤트워프, 파리 등

패션첨단도시들을 탐구한다. 매년 패션, 텍스타일, 악

세서리, 화장품, 디자인, 하우스 등 고부가가치 기업

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통합 세미나> 프로그램은 강사진들의 기

업경험과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패션창조 디자인경

영과 국제문화가치에 대한 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0회의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진행, 약 350개의 기업에서 온 3000여명의 연수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3. 논의
<표 1>과 <표 2>는 각 기관에 개설된 대표적인 강

좌들을 선행연구39)에서 도출한 디자이너 재교육의

요구차원을 4가지로 정리한, ‘브랜드기획 및 매니지

먼트교육’, ‘생산이해교육’, ‘실무소재 및 컬러교육’,

‘컴퓨터교육’에 각각 대입시킨 결과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

향을 비교해볼 수 있다.

<표 1>의 국내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부터 살펴보

면, 수업대상이나 수업기간에 차이가 있어 같은 조건

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강좌의 개설여부나 컨텐츠

만으로 비교했을 때 실무디자이너가 수강할 수 있는

외부의 강좌로는 ‘브랜드기획 및 매니지먼트교육’이

대부분이며, ‘실무소재 및 컬러교육’에 해당하는 강좌

가 일부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패션

센터의 패턴이나 도식화 강좌가 년1회 정도 개설되

는 점을 감안하면 디자인실무자들을 위한 ‘생산이해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기관에

개설된 ‘컴퓨터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표 2>의 해외 교육기관의 재교육강좌를 살펴보면,

디자인 리더와 실무디자이너 모두를 위한 ‘브랜드기

획 및 매니지먼트교육’과 ‘생산이해교육’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생산이해교육’으

로는 수준별 패턴교육 외에도 가죽, 니트, 코르셋 등

특수 아이템과 잡화교육이 개설되어 있어 디자이너

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전문영역을 추가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소재의 구조나

컬러의 기본이론을 포함한 ‘실무소재 및 컬러교육’에

서는 텍스타일디자인과 소재표면의 개발 등 디자인

관련 강좌가 주로 개설되고 있어, 기획방법이나 사례

교육의 니즈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패션디자인과 관련한 ‘컴퓨터교육’은 패

션 경영인 및 디자인 리더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IFM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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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 내 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안

본 장에서는 국내 패션기업의 디자이너가 수행하

는 업무 및 재교육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40)와 앞에

서 살펴본 국내외 재교육현황을 바탕으로 전문화, 세

분화된 디자이너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 실무디자이너들의 재교육 니즈로 도출된 요

구차원을 기초로 요구별 재교육 과정을 제안하였으

며, 또한 이에서 도출된 강좌들을 심화교육의 대상인

기업체 디자이너들을 신입 디자이너, 경력 2-5년의

초급 디자이너, 경력 6-9년의 중견 디자이너, 경력 10

년 이상의 디자인 리더로 세분화하여 각각 필요한 시

점에 대입한 집단별 재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1. 요구별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
1) 브랜드기획 및 매니지먼트교육

브랜드기획 및 매니지먼트는 시장조사와 정보분석

을 통해 컨셉을 설정하는 디자이너 업무의 시작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업무를 아우르는 분야로서

‘창의적 컨셉설정과 디자인 개발’이라는 디자이너 고

유의 업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그 어떤 영

역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재 및 미래의 디자인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브

랜드기획 및 매니지먼트 교육을 ‘정보분석교육’과 ‘기

획 및 마케팅교육’ 등 디자이너 실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의 교육에 더불어 복식사와 문화적, 미학적 담론,

특정패션지역에 대한 이해 등 ‘역사와 이론’에 해당

하는 교육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대 디자인 환경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1) 역사 및 이론교육

역사와 이론은 문화적 판단의 토대를 제공하며,

그리하여 디자인 형태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어휘를 풍부하게 만든다.41) 패션에서 역사와 이론은

브랜드 정체성 설정과 시즌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컨

셉 및 이미지 채택의 도구이며 디자인의 과정을 일

관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디자

이너 재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역사 및 이론교육은

다음의 강좌들로 제안될 수 있다.

① 패션의 역사: 패션의 과거와 현재, 시대별 문

화적 특징과 패션이슈

② 20세기 대중문화와 패션: 연대별 대중문화 및

하위문화와 관련한 패션이슈

③ 80년대 이후 얼터너티브 패션(사례연구): 하이

패션에 나타난 얼터너티브 패션

④ 시대별 패션디자이너 연구: 디자인하우스의 전

통과 독창성

⑤ 레트로 패션디자인(사례연구): 현대패션에 적

용된 과거

⑥ 패션미학(사례연구): 연차 및 관심에 따라 여

러 미학적 관점에서 패션현상을 분석

⑦ 문화와 창조: 앤트워프, 바르셀로나, 베를린, 런

던 외 디자인도시 연구

(2) 정보분석교육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 손쉬워지고, 패션정보

사의 전문적인 트랜드 예측이 모든 회사에 제공되는

현대 패션계의 현실에서 이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디자이너의 능력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해졌

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이 아닌, 정

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교육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사례연구, 모의시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도

되어야 할 것이다.

① 트렌드 예측(모의시행): 새로운 트렌트를 예측

하는 여러 가지 방법

② 패션정보 활용(사례연구, 모의시행): 패션트렌

드 정보에서 시즌컨셉 추출하기 등

③ 패션트렌드와 브랜드 정체성(사례연구): 정체

성을 유지하면서 패션트렌드 적용한 사례

④ 패션도시와 디자이너 연구_기존: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도쿄

⑤ 패션도시와 디자이너 연구_신진: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도쿄

⑥ 리서치 기술(사례연구, 모의시행): 필요한 정

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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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 및 마케팅교육

디자이너의 업무는 상품구성, 판매촉진, 홍보 등

기획에서 판매에 이르는 타 영역과 관련성이 높으며,

회사에 따라 디자인 리더가 기획 및 마케팅을 포함

한 전체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획 및 마

케팅교육은 디자인 리더를 포함하여 디자인 리더의

가능성을 지닌 유망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라 할 수 있다.

① 디자인 매니지먼트: 패션 창의성을 위한 관리

② 스타일 기획과 머천다이징: 컨셉에서 생산까지

③ 익스트림 머천다이징: 잘 팔리는 컬렉션 기획

하기

④ 크리에이티브 패션 프리젠테이션

⑤ 패션마케팅과 아트디렉션

⑥ 유스 패션마케팅: 유스 라이프스타일 및 빈티

지 쇼핑 탐구

⑦ 소비자 행동 & 쇼핑의 심리

⑧ VMD, 공간경영, 패션스타일링

⑨ 남성복 스타일 컨설팅

2) 생산이해교육

디자인 발상에서부터 샘플제작, 피팅보정, 작업지

시서 작성에 필요한 패턴교육, 생산공정과 핸들링 관

련 교육이 생산이해교육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생산

이해교육을 소재생산 및 제품생산 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우븐과 니트로 나누어 설계하였는데, 우븐 디자

인에 해당하는 ‘패턴교육’ 및 ‘생산관리교육’에 디자

이너의 생산관련지식이 보다 중요한 ‘니트교육’을 별

도로 구분한 교육안을 제안하였다.

(1) 패턴교육

패턴에 대한 기초 및 심화지식은 스타일 디자이너

의 디자인 개발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원하

는 실루엣으로 패턴을 보정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경

험해보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패턴으로 적용해보는

시도는 디자인 실무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① 테크니컬 드로잉 및 작업지시서 제작법

② 피팅과 패턴보정: 여성복, 캐주얼, 남성복 등

복종별 세분화

③ 새로운 실루엣을 위한 실험적인 패턴연구: Flat

& Draping

④ 최신 트렌드와 패턴적용: 다양한 패션디테일

(2) 생산관리교육

생산관리교육은 신입 및 초급 디자이너가 작업지

시서를 꾸미거나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① 생산관리를 위한 기초: 생산용어, 부자재사양,

기초봉제법, 스티치, 솔기, 마무리, 피팅보정을

위한 용어 및 관찰법

② 고급패션을 위한 팁

③ 생산관리를 위한 테크니컬 디자인의 기본

④ 로컬 및 글로벌 소싱정보: 국가별, 지역별 특징

(3) 니트교육

니트는 디자이너가 편직에서 생산까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다양한 디자인을 고안하고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므로 교육여부와 실무능력의 관련성이 높다.

① 니트 디자인: 핸드 및 기계니트 편직

② 니트 원사 및 조직연구_기본

③ 니트 원사 및 조직연구_심화: 새로운 원사 및

조직

④ 디테일 연구 및 응용_기본

⑤ 디테일 연구 및 응용_심화: 새로운 디테일

⑥ 니트 패턴구성 및 봉제법

⑦ 소재 및 조직별 피팅과 작업지시서 작성법

3) 실무소재 및 컬러교육

실무에서 사용되는 소재관련 용어, 특성, 조직 등

에 대한 기초교육과 신소재 및 특수소재에 대한 교

육, 컬러기획에 대한 교육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 연

구는 소재 및 컬러교육을 ‘소재교육’과 ‘컬러교육’으

로 구분하여 각각 설계하였다.

(1) 소재교육

소재는 스타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구상하기 위

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첫 매개물이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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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

서 소재에 대한 기초 및 심화교육은 디자이너의 연

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① 소재과학, 구조, 표면_기본

② 소재과학, 구조, 표면_심화: 새로운 소재

③ 염색, 프린팅, 필수 후처리

④ 가죽, 퍼 등 특수소재연구

⑤ 소재선택과 디자인(사례연구, 모의시행)

⑥ 소재변형, 응용: 레트로 소재의 현대화

⑦ 소재예측 및 기획(사례연구, 모의시행)

(2) 컬러교육

컬러는 소재와 더불어 디자인 수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자 디자이너들의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부문이기도 하다. 컬러의 기초적인 이론과 더불어 다

양한 경험의 사례연구 및 간단한 실습 등으로 구성

된 교육구성이 필요하다.

① 패션전문가를 위한 컬러필수교육

② 컬러이론: 컬러와 심리

③ 패션컬러기획 및 적용(사례연구, 모의시행)

④ 컬러와 문화

⑤ 컬러와 상품전시(사례연구, 모의시행)

4) 컴퓨터교육

과거에 수작업을 하였던 많은 부분이 디지털 기술

로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관련 업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

으므로, 실무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디자이너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한편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디자인

리더에게도 컴퓨터 툴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컴퓨

터로 가능한 작업을 경험하는 수준의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② 컴퓨터 컬러이론: RGB, CMYK 컬러조합으로

컬러 팔레트 추출

③ 디지털디자인(DD): 텍스타일디자인

④ 디지털디자인(DD): 프린트 패턴 및 원포인트

그래픽 디자인

⑤ 디지털디자인(DD):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⑥ 디지털디자인(DD): 작업지시서를 위한 테크니

컬 드로잉

⑦ 디지털로 가능한 일: 디자인 리더 대상

2. 집단별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요구별 재교육 프로그

램을 <그림 1>과 같이 기업체 디자이너들의 연차에

따른 집단에 대입시켜 집단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였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디자인 리더에게는

‘패션분석가’로서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실무디

자이너에게는 자기영역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지식

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기업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한, 디자이너 재교육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42)의 결과

를 감안한 집단별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데, 초급 디

자이너 집단의 경우 생산이해교육이나 실무소재교육

이, 디자인 리더 집단의 경우 브랜드기획력교육에 대

한 재교육 요구가 높아, 해당교육을 해당집단에 주로

배치시켰다. 한편, 중견 디자이너의 경우 미래업무를

위한 재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결과에 부

응하여,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브랜드 기획 및 매니

지먼트교육에 해당하는 강좌를 해당집단에 배치되도

록 설계하였다.

<표 3>과 <표 4>는 기업에서 특정집단을 위한 교

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가능한 교육의 예를 제시해

본 것이다. 예를 들어 <표 3>은 초급 디자이너를 대

상으로 하는 10회 분량의 실무교육으로, 주1회씩 10

주간 진행 혹은 일2강씩 5일간 집중교육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생산이해교육’에서 패

턴교육에 특히 집중된 4강, ‘실무소재 및 컬러교육’에

서 소재의 기본처리와 특수소재를 위한 2강과 컬러

이론을 위한 2강,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서 컴퓨터

컬러이론 및 디지털 디자인을 위한 2강을 포함하였

다. <표 4>는 디자인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6회 교육

으로 주1회씩 6주간 혹은 일2강씩 3일간 운영이 가

능하다. 디자인 리더에게 특히 중요한 ‘브랜드기획

및 매니지먼트교육’을 위주로, 역사와 이론, 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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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별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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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마케팅 분야에서 각각 2강씩을 선정하여 설

계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기업은 특정 디자인 집단의

현재능력과 요구능력, 그리고 수행업무를 조사한 후,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간, 다양한 컨셉의 강좌를

선정, 교육대상의 소속집단과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강의 구분 교육내용

1강

패턴

교육

피팅과 패턴 보정 1

피팅과 패턴 보정 22강

3강 최신 트렌드와 패턴적용 1

최신 트렌드와 패턴적용 24강

5강 소재

교육

염색, 프린팅, 필수 후처리

6강 가죽, 퍼 등 특수소재 연구

7강 컬러

교육

패션 전문가를 위한 컬러필수교육

8강 컬러이론

9강 컴퓨터

교육

컴퓨터 컬러이론

10강 컴퓨터 텍스타일디자인

<표 3> 초급 디자이너 재교육과정 예시

강의 구분 교육내용

1강 역사와

이론

80년대 이후 얼터너티브 디자인

2강 문화와 디자인

3강 정보

분석

패션 트렌드와 브랜드 정체성

4강 패션 도시와 디자이너 연구(신진)

5강 기획 및

마케팅

패션마케팅과 아트디렉션

6강 VMD, 공간경영, 패션스타일링

<표 4> 디자인 리더 재교육과정 예시

3. 교육평가
기업 재교육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재교육에 대

한 학습효과 측정과 실무에서 나타나는 실무상의 효

과측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재교육 자체가 실무

효과를 위한 교육인 만큼 실무상의 효과가 더 중요

하지만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관계로 보통 시험, 설

문반응, 동료나 관리자의 평가 등으로 학습효과를 측

정하는 경우가 많다.43)

패션기업의 기획업무를 하는 머천다이저나 디자이

너의 재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습효과와 실무상 효과

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케 함으로써

두 유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패션

대기업의 교육평가를 살펴보면, 머천다이저의 경우

자사 브랜드를 하나씩 정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

결책을 제안하거나 경쟁사 분석조사 후 보고하는 등

의 과제를 개별 혹은 팀별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경

우 교육내용을 브랜드기획에 적용해보는 과제를 수

행하거나 해외문화체험과 같은 장기교육에서는 정기

적으로 디자인 리포팅을 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44) 이러한 과제는 실제 업무에서 즉시 성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지만 그간의 실무경험에 교육

효과가 더해져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이후의 업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교육평가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로서

교육내용에 관한 시험을 통한 ‘이해도 측정’, 교육내

용 충실도와 방법의 효과성을 묻는 설문을 통한 ‘만

족도 측정’, 실무와 관련한 과제수행으로 ‘실무상 효

과측정’, 현업복귀 후 ‘정기적 교육효과측정’ 등의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경쟁력

제고라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함께 다음단계 교육의

필요성이 파악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구성의 제안

도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직디자이너를 패션환경의 급속한 변

화에 대응하고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제안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세분화

된 재교육 과정 설계를 통하여 교육의 부재로 전문

인력의 수급난를 겪고 있는 국내 패션기업에게는 중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

로 하는 패션교육기관에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커리

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고는 우선 변화된 패션환경

을 고찰하였는데 디자인팀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

디자인팀 협력부서와 협력업체의 세분화 및 전문화,

아웃소싱의 확대 등 생산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디자

이너 업무의 변화 등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글

로벌브랜드의 각축장인 국내 패션시장에서 디자인

리더에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와 정확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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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한 ‘패션 분석가’로서의 전문성이 더욱 요

구되고, 실무 디자이너에게는 업무세분화에 따른 자

기영역의 전문화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패션기업의

기업 내 재교육과 한국패션협회, 서울패션센터, FIK

등 전문기관 재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였으

며, FIT, PARSONS, LCF, CSM, IFM 등 해외 선진

교육기관이 개설한 현직디자이너 대상의 교육프로그

램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인 패션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요구별 교육프로그램과 집단별 교육프로그램

으로 구분, 진행되었다. 요구별 재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디자이너들의 재교육 니즈로 도출된 브랜드기

획 및 매니지먼트교육, 생산이해교육, 실무소재 및

컬러교육, 컴퓨터교육의 4가지 요구차원을 기초로 구

성하였다. 시장조사와 정보분석을 통해 컨셉을 설정

하는 디자이너 업무의 시작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업무를 아우르는 분야로서 ‘브랜드기획 및 매니

지먼트교육은’ 역사와 이론교육, 정보분석교육, 기획

및 마케팅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또한 디자인발상에서부터 샘플제작, 가봉보정, 작업

지시서 작성에 필요한 패턴교육, 생산공정과 핸들링

관련 지식을 위한 ‘생산이해교육’은 패턴교육, 생산관

리교육, 니트교육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실무에

서 사용되는 소재관련 용어, 특성, 조직 등에 대한

소재기초교육과 신소재 및 특수소재에 대한 교육, 컬

러기획 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무소재 및 컬

러교육’을 소재교육과 컬러교육으로 분리하여 각각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관련 업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 실무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디자이너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신기술 교육과 디자이

너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디자인 리더에게도 컴퓨터

로 가능한 작업을 경험하는 수준의 교육으로 구성된

‘컴퓨터 교육’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에서 도출된 강

좌들을 기업체 디자이너들을 신입 디자이너, 경력

2-5년의 초급 디자이너, 경력 6-9년의 중견 디자이너,

경력 10년 이상의 디자인 리더로 세분화하여 각각

필요한 시점에 대입한 집단별 재교육 과정을 설계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설계가능한 집단별 교

육안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안 설계와

함께 이해도 측정, 만족도 측정, 실무상 효과측정, 정

기적 교육효과측정 등의 교육평가방법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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