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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icula of well-known fashion schools and educational programs through            

personal interview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improve the creativity of students. Six fashion school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number of graduates included in the Designer            

Handbook published by Fairchild Books. Two Korean professionals from each school were interviewed            

either by email or in person, resulting in a total of 12 interviews. The data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nagement styles as well as the curricula of these schools include features            

that enhanced student creativity. The schools are located in major fashion cities and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industry that is maintained to provide hands-on opportunities to students. The schools have clear and            

solid educational goals with instructional styles that provide students significant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e instructors work closely with individual students to guide them through their projects and help            

develop students' unique styles. The schools utilized the instructions and studios as well as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o help students acquire creative thinking and creative behavioral patter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educators who wish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that            

enhance student creativity.

Key words: Creativity enhancement, Educational programs, Curriculum, Fashion schools; 창의성 개발,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패션교육기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지식경제사회라고    

불린다. 혹은 “탈”산업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예전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로서 앞으로    

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포하는 용어    

이기도 하다. 예전의 산업화 시대에서 주요한 가치가    

물질적 재화라면 부의 수평적 분배가 이전과 비교해    

확대된 현 사회인들에게 주요한 가치는 인간의 ‘욕망’    

이 되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지식산업    

등이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었다. 그런데    

지식경제사회는 정보화와 맞물려 새롭게 창출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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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문화,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것들을      

싫증나게 하고, 또 다른 서비스, 문화, 지식에 대한 요        

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움을 능      

동적으로 생산해 내는 창의성은 지식기반 경제사회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산       

업현장 그 중에서도 패션산업계에서의 창의성은 매     

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패션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       

하고, 표현하고, 충족하는 매체 중 생활 속에서 가시       

성이 크며 따라서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션산업에서 창의성이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대학교육을 통하여 창의     

적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대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기업과 사       

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해 내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 단순히 업무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구        

체적인 기술을 수동적으로 익힌 학생보다는 급변하     

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어떤 상황의 어        

떤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욕망’을 읽고, 사회적으로 가      

치있게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성을 패션산업에서 반드시 필요      

로 하는 기본적 자질 중의 하나로 보고, 창의적 인재        

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       

초연구로서 해외의 패션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성이 어떤 특성이며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       

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창의성      

이 소수의 천재들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     

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며, 일      

상적인 것과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개념으로서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은 대      

학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으며,     

패션산업계에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     

수 요건이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프랑스      

와 아태리, 영국, 미국, 벨기에 등 해외 패션교육기관       

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창의성 개발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Csikszentmihalyi(1999)는 창의성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문화와 사회 등의 맥락적      

요인이 개인과 사회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의 중심지인 나라들에서의 패      

션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도    

록 돕는 교육적 환경과 문화적 분위기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의류학 교육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에 관한 개념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창의     

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     

는 능력으로,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Erdahl, 1953) 또는 독창적이면서 목적이나     

의도에 적절하도록 일을 하는 것(Baer, 1997) 등으로 정     

의한다. 또한 창의성을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정의한 학     

자들도 있다. Torrance(1959)는 현상에서 존재하는 문제     

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워 검증한 후 이를 수정하여 최종     

적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Gallagher     

(1975)는 문제가 있거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서 다양한 생각들을 구상해 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창의성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새     

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Hennessey & Amabile, 1988; Lubart, 1994; Mayer,     

1999; Ochse, 1990; Sternberg, 1988; Sternberg & Lubart,     

1991)으로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창의성의 ‘적절성’은 창의성이 정신적 과정     

일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과정이라는 사실에서 비     

롯된다. 창의성은 경제·정치·사회적 사건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통합적이다. 개인은 영역 안의 규칙을     

익히고, 규칙 안에서 생각을 전개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력,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창     

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량의 정보에서 아     

이디어나 동기를 이끌어 내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     

각 중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어     

야 한다(Csikszentmihalyi, 1999). Arieti(1976)는 창의    

성을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방식을 취하여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     

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Gardner(1989) 역시 창의성이     

처음에는 새롭게 느껴지지만 곧 그 문화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창의성은 새로     

운 것이되 기존의 것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     

라 이미 존재하는 것의 변형으로써 대중에게 쉽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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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Nickerson, 1999). 

Torrance(1959)는 창의성은 소수의 천재에게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인 특성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계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Razik(1967/1970)은 과거에는 창의성은 선천적    

이고, 측정이 곤란하며 교육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닌 보편적인 잠재능력으로 측정하고 교육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하      

였다. 그러므로 여러 문헌들에서 창의성은 교육을 통      

해 계발 가능한 것이며, 고차원적이고 발전적인 형태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행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특성으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 창의성 요인

창의성 연구자들은 창의적 사고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사고과정을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Guilford (1950)는 창의적 문제해결      

의 요소로서 문제에 대한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을 꼽았고, Williams(1979)와 Torrance(1962)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을 꼽았다. 한국교육     

개발원(as cited in Park, 2010)은 이러한 학자들의 견       

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5가지 창의성 요인, 즉,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민감성, 정교성을 제안하고 있다. 각각의 의      

미는 아래와 같다.

1)  유창성

특정한 문제상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산     

출하는 능력이다. 즉, 대상에 대한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어떤 대상이나 현상들로부터 가능     

한 한 많은 것을 연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         

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독창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해결책을 빠르게 거침      

없이 제시하는 능력인 유창성은 창의적 해결책을 얻      

기 위한 요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2) 융통성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다. 대상에 대      

한 시점을 변화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면을       

파악하거나, 한 가지의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함께 떠올리는 것, 또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 등을 융통성     

으로 본다. 이는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사회적 시각에     

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생활 장면의 복합적 문제상황에서 특히 요구된다. 

3) 독창성

독창성은 일반적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참신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산출하     

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고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해결방식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문제해결방안을 고안하    

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사고에서의 독창성     

이 요구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질적으로 고양시켜준다는 데 있다.

4) 민감성

주변의 환경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     

고, 이를 통해 탐색의 영역을 넓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민감성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친밀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혹은 이상한 것을 친밀한 것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주변의 사물     

이나 상황에 대하여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     

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다(Kim, 2006). 즉, 민     

감성은 호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문제를 발견하     

는 능력이다. 

5)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이는 아이디어의 실제     

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산출된 많은 아이디어를 재료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 아이디어를 최종적인 산물로 뼈와 살을     

붙여 정교하게 다듬는 능력이다(Lee et al., 2005).

3. 창의성 훈련프로그램의 예

창의적인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창의성은 무엇     

을 사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초점은 실제로 창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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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기 위하여 교육자는 어떻게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유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창의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훈련은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 이러        

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앞서 연급한 5가지의 창의적      

사고 요소를 계발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Robert Eberle(as cited in Gladding &       

Henderson, 2000)의 SCAMPER라는 모델은 브레인스    

토밍을 창안한 Osborn이 제시한 83개의 질문들을 한      

데 모아서 어린이들의 타고난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SCAMPER는 Substitute    

(대치하기), Combine(결합하기), Adapt(동화시키기),  

Modify(수정하기), Magnify(확대하기)/Minify(축소하 

기), Put to other uses(다르게 사용하기), Eliminate(제      

거하기), Rearrange(재배열하기)/Reverse(반전시키기)의 

7가지 생각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어 또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 결합하      

고, 수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독창적이       

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Gordon(as cited in Amabile, 1996)의 Synectics 또      

는 Sydney Parnes의 창의적 문제해결법은 창의성 자      

극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와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    

었던 방법으로 교육부문에서 최근 관심을 얻고 있으      

며(Choi & Chae, 2000),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Synectics는 희랍어 Synecticos에 어      

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 간        

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법      

은 서로 다르고 인습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들을 서       

로 상관 있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       

기 위한 교수방법이다(Choi & Chae, 2000). 이 방법       

에서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첫째는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를 도입하      

여 은유 또는 비유를 이용하여 친숙한 것으로 변형시       

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        

드는 과정으로 일상적인 것을 가져와 유추를 통하여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Root-Berstein and Root-Berstein(2001/2008)은 창   

의적인 사람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한 13가지 생각도     

구를 제시하고 있다. 13가지 생각도구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찰

-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       

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것. 

- 수동적인 ‘보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찰’이며,     

모든 감각은 동일하므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

- 가장 평범하고 비루한 것들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 

2) 형상화

-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특이한 추상     

능력, 감각적인 연상 모두 포함.

- 시각, 청각은 물론, 후각과 미각, 몸의 감각까지     

동원해서 이루어진다. 

- 마음에 떠오른 모든 이미지들을 다른 전달 수단     

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함. 

- 전달수단은 말, 음악, 동작, 모형, 회화, 도형, 영화,     

조각, 수학, 논문 등 매우 다양.

3) 추상화

- 진정한 의미에서 추상화란 현실에서 출발.

-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가면서 사물의 놀라운 본     

질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4) 패턴인식

-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

- 우리는 패턴에서 지각과 행위의 일반원칙을 이끌     

어내어 이를 예상의 근거로 삼고 그런 다음 새로     

운 관찰결과와 경험을 예상의 틀 안에 끼워 넣는     

다. 이 관찰과 경험의 틀을 흔드는 무엇인가가 일     

어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발견은 이런 순간에 이루어진다. 

5) 패턴형성

- 패턴의 분해와 조립을 통한 패턴훈련을 통해 경     

험한 세계를 표현하고, 경계 짓고, 정의하기 위해     

더 많은 패턴을 고안해내고 더 많은 실제 지식을     

소유하는 것. 

- 패턴형성기술을 배우는 것은 모든 분야와 교과과     

정에서 혁신의 열쇠가 된다. 

6) 유추

- 둘 혹은 그 이상의 현상이나 복잡한 현상들 사이     

에서 기능적 유사성이나 일치하는 내적 관련성을     

알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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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과 알려      

지지 않은 것 사이에 다리됨.

- 우리가 기존 지식의 시계에서 새로운 이해의 세       

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몸으로 생각하기

- 우리는 몸이 움직여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        

야 그것을 인지할 때가 있다. 

- 근육의 움직임과 긴장, 촉감 등을 떠올려 ‘몸의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것.

- 사고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사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자각.

8) 감정이입

-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

- 감정이입적 상상력 증진을 위해서는 연극경험이     

나 문학적 소양이 도움이 된다. 

- ‘나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되어 완벽한 이해를 시도.

9) 차원적 사고

- 차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 공간을 입체적으로 생각하며, 2차원 세계에서 물      

체는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

- 상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생리적인 시간, 정       

신적인 시간 등 다차원적 표현될 수 있다. 빠른       

재생, 느린 재생 등도 새로운 시간의 차원이다. 

10) 모형 만들기

- 보는 사람이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를 축약        

하고 차원을 달리 표현하는 것. 

- 실제, 혹은 가정적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        

한 규칙과 자료, 절차를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이     

다. 모형은 본질을 구현한다. 

- 모형은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것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든다.

11) 놀이

- 놀이에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 성패를      

따지지 않으며, 결과를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도 아니다. 

- 상징화되기 이전의 내면적이고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직관, 쾌락을 선사.

12) 변형

- 여러 가지 생각도구를 연속적, 혹은 동시에 사용     

하여 생각도구끼리 영향을 주고 받거나 작용하게     

하는 것.

- 변형적 사고는 상이한 분야를 연결해주는 메타패     

턴을 드러내 준다. 

13) 통합

- 생각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감각적이다. 

- 궁극적인 이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     

의 지식과 느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통합한 것.

 

이 생각도구들 또한 창의성의 사고요소인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민감성, 정교성 등을 개발하도록 하     

기 위하여 기존의 사고틀을 벗어난 다른 시각으로 사     

물 또는 상황을 대하는 훈련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훈련이     

단 시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반     

복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Amabile     

(1996)은 창의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동기성향이나 주변에서의 자극, 선     

택의 한계, 사회적 보상, 또래의 압력 등이 창의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창의성 향     

상은 수업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의     

일상 속에서 사고습관과 행동습관 자체를 창의적으     

로 바꿔야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서의 지식전달 또는 훈련도 중요하나, 사고습관, 행동     

습관, 생활습관의 면에서 구체적인 습관을 형성하도     

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습관의 형성이 가능     

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의 요인, 창의성 신장     

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 후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고안하였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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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질문안을 작성하고, 세계      

유수의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험을 인터뷰하였다. 

셋째, 결과 및 결론으로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2. 교육기관 선정방법

세계 4대 패션도시 즉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지        

역의 패션교육기관 중 Fairchild에서 출판된 패션 디자      

이너 인명사전에 기록된 디자이너를 가장 많이 배출      

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파리의 의상조합학교, 뉴욕의     

파슨스,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가 선정되었다.     

밀라노 패션기관 출신의 디자이너는 인명사전에 오르     

지 않아 상업적 디자인보다는 개성과 창의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교육기관인 IED를 선정하였다.     

또한 파리 의상조합학교 인터뷰 결과 이 학교는 파리       

의 전통 수공예 기법과 장인 정신에 교육에 역점을 두        

는 교육기관으로 판단되어, 디자이너 배출수 면에서 2위      

에 기록되어 있고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       

육기관으로 알려진 스튜디오 베르소 졸업생을 추가     

인터뷰 하였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      

는 디자이너들을 배출하고 있는 벨기에의 왕립미술학     

교 졸업생도 인터뷰하였다. 따라서 6개 학교를 졸업      

한 졸업생 중 각 2명씩을 인터뷰하여 총 12명을 대상        

으로 2010년 3월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면접방법으로는 Patton(1990)의 면접유형 중 면접    

전에 주제나 질문을 구체화시켜 두고 질문의 순서나 질       

문의 언어구사를 자유롭게 하는 면접지침법(interview    

guide approach)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첫째,     

창의성 개념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이나 제도 운영      

이 새로움과 적절함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       

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창의성 요       

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 내용이나 제도 운영이 이       

부분의 신장을 가져다 주었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응답자들이 창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ee(2002)가 정리한 학습경험 수준에서의 각 창의성     

요인의 의미를 설문지에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고습관, 행동습관, 생활습관 면에서 학교의 교     

육내용이나 제도 운영이 구체적인 습관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학     

교 선택 이유와 학교의 커리큘럼, 졸업요건, 수업방식,     

학교의 장점과 단점, 어떠한 교육내용이 창의성의 각     

요인에 신장을 가져다 주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포     

함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지가 <Fig. 1>에 제시     

되어 있다.

4. 응답자 구성

인터뷰를 위한 각 학교의 졸업생들은 편의표집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응답자들의 현재 연령은 32세에     

서 42세 사이로 남성이 2명, 여성이 10명이었고, 1명     

을 제외한 나머지의 응답자들이 모두 현직으로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해당 패션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당시의 연령은 23세     

에서 29세 정도였으며, 전체 12명 중 6명은 의류학과     

또는 의상학과, 4명은 미술학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은 상태였으며, 나머지 2명만 학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하였다. 대부분이 졸업한 지 4~     

5년 가량 되었으나 10년 이상된 응답자들도 2~3명 있     

었다. 인터뷰는 서면 또는 면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응     

답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해외 패션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내용의 특징

1)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응답자 중 한명은 40세 남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     

서 산업디자인전공 학사학위를 갖고 있었으며, 현재     

는 패션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다른 한명     

은 33세 여성으로 당시 한국에서 동양화 학사학위를     

갖고 있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활동하     

고 있다.

Central Saint Martin's의 교육목표는 직업환경에 잘     

적응할 산업인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를     

이끌어갈 예술가를 기르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     

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자율성을 기르며,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게 한다.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실무보다는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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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재적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1, 2학년 동안은 2~4주 간격으로 프로젝트가 하나씩      

주어져 매번 주어진 과제를 마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3학년은 졸업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     

어진다. 이론수업은 1학년 과정에서만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수강하게 한다.      

졸업요건으로는 학점에서의 기본점수를 초과해야 하    

며, 4000~6000 단어로 작성된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패션쇼에 참가해야 한다. 졸업 때까지 6번의 컬      

렉션을 완성하게 된다.

교육방식은 프로젝트에 대한 교수와의 주 1~2회의     

튜토리얼과 개인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리서치 과정이 매우 중요하     

다. 리서치의 결과물은 스토리를 만들거나 드로잉, 콜     

라쥬, 패턴이나 소재 등을 이용하여 스케치북의 형태     

로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젝트의 주제를     

잡고, 영감이 될 만한 소재를 정한 후 정밀하게 리서     

치 해 들어가면서 그를 통해 디자인을 발전시키도록     

진행된다. 리서치 자료로는 1차 자료만을 인정해 주     

며, 복사물 등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갤러리, 공     

연, 연주회를 탐방하여 예술에 대하여 재해석하는 것     

을 장려한다. 트렌드는 정보지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인     

Fig. 1. Questions for the i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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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다. 

작업은 개별적으로 하되 평가는 다 함께 진행함으      

로써 학생들의 개별성을 통하여 다양성을 추구한다.     

또한 다른 전공학생들과의 그룹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사고력 확장을 도모한다. 사물      

이나 현상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해석, 의미부여 등       

을 중요시하며, 디자인 발상에서 의상 제작까지를 반      

복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사고의 정교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디자인관을 확립하도록 훈련한다. 

2) 벨기에 왕립미술학교(Royal Academy of Fine Art-      

Antwerp)

응답자 중 한 은 38세 여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        

서 텍스타일디자인 학사와 미국 시카고아트인스티튜    

트 텍스타일디자인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는 패션디자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한명은      

34세 남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서 도예과 학사학위      

를 취득한 후였으며, 현재는 패션디자이너로 활약하     

고 있다.

벨기에 왕립미술학교는 그 자체가 벨기에 패션의     

모태이고 독자적인 아방가르드 패션을 구축하고 있     

는 학교이다. 워낙 학교의 스타일이 강하여 스타일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        

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졸업 후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       

턴십은 하지 않는 편이다. 

1학년 때부터 패션쇼에서 의상을 발표하는데, 1학     

년 때에는 스커트 드레스, 재킷을 익명으로 발표하며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인 컬렉션을 내       

놓는다. 2학년까지는 모든 의상을 흰색으로만 표현하     

다가 3학년부터 컬러를 사용한 표현을 한다. 컬렉션      

에 대한 큰 주제가 정해지면 각자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모두 개인의 책임지고, 교수는 1 대 1 토론을        

통해 방향만 결정해 준다. 3학년부터는 의상 뿐 아니       

라 무대, 조명, 포트, 모델 등을 개인이 주관할 수 있         

게 된다. 즉, 컬렉션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책임       

이 주어진다. 

전공수업은 모두 필수과목이며, 강좌수는 많지 않     

다. 매 학년 모든 수업이 자신만의 컬렉션을 준비하       

는 데 보조가 되는 수업으로 구성된다. 디자인한 아       

이디어를 테일러링 수업과 패턴 메이킹 수업에서 실      

현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이 연결 구성된다. 누드 크로        

키를 실물 사이즈로 4년 내내 하여 다각도에서 인체       

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할 뿐 아니라 3차원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 하여 앞 뿐 아니라 옆, 뒤, 볼륨에 대     

해서도 민감하다.

이 학교에서는 복식사 수업을 매우 중요시 하며, 복     

식사에서 존재했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현대 패션에     

결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트렌디하다고 본다. 즉, 역사 속의 복식을 현대     

식으로 구성해서 확장을 하면 그 과정이 현대 컬렉션     

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싸이클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과거의     

것을 통하여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경험     

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트렌드 리서치는 전혀 하지     

않는다. 복식사적인 연구 또는 민속복에서의 영감 등     

이 많이 활용된다. 

모든 선택을 학생이 스스로 내리게 함으로써 본인     

의 개성이 피력되도록 하며, 전 학년이 자유롭게 다     

양한 영감을 표현하게 하므로 다양함 속에서 개인의     

개성이 발견된다. 또한 재해석, 다른 각도에서의 발견     

등을 중요시하고 장려한다. 세계 그 어느 학교보다도     

넓은 폭으로 패션을 해석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3) 스튜디오 베르소(Studio Bercot)

응답자 중 한명은 33세 여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     

서 불문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패션에디터로 활     

동하고 있다. 다른 한명은 43세 여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서 의류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     

재는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Studio Bercot 역시 창의적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기술에 대한 교육보다는     

창의성 개발을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수업에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최소화함으로서 기존     

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다. 

1학년은 개성을 찾는 것이 수업의 주요 목표로 스     

타일화와 패턴의 기초를 다루며, 2학년은 개인 컬렉     

션을 준비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며 3학년은 전 과정이 인턴십으로 이루어진다.     

1년 단위로 학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과목이 세분화되     

어 있지 않아 교육내용이 하나의 덩어리로 한 개인의     

개성을 신장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졸업요건     

으로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3피스 이상의 의상을 제작     

하여 졸업패션쇼에 참가하는 것이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가지의 아이템으로 자     

신의 컬렉션을 발표하는 형식이 주된 방식이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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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벼룩시장 등의 루트를 통해서 찾은 그림이나      

옛날 엽서, 빈티지 의상 등의 자료에서 뽑은 컬러 키        

워드와 자료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아이디어에 접      

목시켜 제시하는 스타일화를 과제로 제출한다. 드레     

이핑 수업을 통해 3차원적 사고력을 신장함과 동시에      

원단과의 교감을 유도하고, 기존 구성선의 파괴 등을      

통한 창의성을 배양한다. 색채팔레트 구성과 디자인     

의 적용을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특히 한국 학생들      

의 무채색 위주의 색감각이 많이 변화된다. 또한 학       

생들이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       

여 학생들의 작품에 등급을 매겨 평가하지 않는다. 

늘 생활 속에서 패션을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하도      

록 유도한다. 또한 개성이 강하되 다른 이들에게 매       

력적으로 보이는가가 평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타인의 패션, 디자이너 작품, 벼룩시장의 중고      

품, 패션잡지 등에서 패션을 관찰하게 하고, 예술작품,      

영화관람 및 인턴십 등을 독려함으로써 파리라는 환      

경과 적극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창조하고 싶은 욕구      

가 생기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패션트렌드의 방향을 예견하는 뒷받침이 된다.

교장이 2년 동안 직접 여러 명의 교수들 그리고 주        

제에 적합한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함께 수업시간      

에 참여한다. 학생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므로 교수와 학생들 간의 교감      

(개성 신장 부분에 관한 교감)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       

어진다. 교수진이 실천하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에     

대한 관용과 그들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존중 및 평        

가가 자기 확신을 심어주고 개성을 신장하게 하는 원       

동력이 된다. 디자인 과정을 중시하고 각 과정에서      

밀접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서 창의성에 대한 모호함     

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이 사라지고 창의성이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4) IED(Istituto Europeo di Design)

응답자 중 한명은 32세 여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       

서 의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명은 32세 여성으로 입학 당       

시 한국에서 의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디자     

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IED의 경우 두 응답자가 모두 학사가 아닌 석사졸       

업자로 석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석      

사과정의 경우 여성복, 남성복, 니트, 악세서리의 네      

가지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디자인부터 브랜드 런칭     

까지 기획하여 발표를 하고, 인턴 3개월을 거친 후 하     

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인턴과정과 연관시켜 이     

를 확장시켜 전개하여 외부 교수진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진행의 경우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복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디자인,     

컬러, 소재, 트렌드 수업이 병행되고 모든 과정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충분히 사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디자인이 병     

행되는 여러 개의 수업시간마다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아주 밀착된 커리큘럼을 디자     

인이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임     

을 체험하도록 한다. 수업방식은 1 대 1 수업으로 이     

루어지며, 개개인의 진행과정을 교수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     

이 된다.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     

신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에 머     

무른다. 

패션잡지, 아트북, 매 시즌 신제품에 가까운 소재     

샘플을 무한정 제공 받는다는 점이 끊임없는 다양한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며, 밀라노의 모든     

전시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많이 보     

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다양한 디자     

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말 과제로 패션     

이 아닌 전시물에서 받은 느낌을 시각화하여 제출하     

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감성 및     

유창성 등 창의적 능력이 키워진다. 

5) 파슨스(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응답자 중 한명은 34세 여성으로 입학 당시 학위는     

없었으며, 현재는 대학강사로 활동 중이다. 다른 한명     

은 35세 여성으로 입학당시 의류학 학사 및 석사학위     

를 소지하였고, 현재는 무역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     

고 있다.

패션디자인과의 모든 수업과정은 American Sportswear    

Designer를 양성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학년은 교양과정이고 전공이 시작되는 2학년     

부터는 소재별, 아이템별, 젠더별, 시즌별 다양한 카     

테고리로 디자인을 연습하며, 3학년은 외부 프로젝트     

와 디자인 경진대회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진다. 2학     

기에는 실무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컨셉을 주고 의상     

을 제작, 학기말에 크리틱 어워드쇼(critic award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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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디자이너별로 상을 주게 된다. 4학년에는 디       

자이너로서의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서 1년 동      

안 졸업컬렉션을 진행한 뒤 패션산업계의 다양한 인      

사들을 초청해 심사를 받아 선별된 학생들만 쇼를 하       

게 된다.

디자인 수업과 제작실습을 통합한 패션디자인 중     

점과정 수업을 통해 학기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      

행하되 디자인 수업은 매주 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고, 제작수업은 디자인 수업과 연계하여 자      

유롭게 실습하면서 교수님의 개별적인 지도를 받는     

다. 컨셉, 소재, 색상, 디테일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컬     

렉션을 만들어 내는 그리고 소비자와 가격에 대한 상       

업적 고려도 반영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정교성      

을 향상시킨다. 

의상 뿐 아니라 악세서리, 인테리어 등의 프로젝트      

를 통해 관련 예술 분야를 함께 응용해서 패션에 적        

용시키는 것을 지향하므고, 발표수업을 통해 창의적     

인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 전개방식을 엿볼 수 있었       

던 점이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이 서       

로의 작품을 함께 보고 크리틱하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물을 바라      

보는 예리하고 민감한 시각을 갖게 된다. 

뉴욕의 패션디스트릭트에 위치하여 세계적인 브랜    

드들의 디자인 오피스, 원단 및 부자재 상가 등을 바        

로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디자        

이너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업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훈련하기 위한 좋은 커리큘럼을 가      

지고 있다. 유럽에 비교했을 때 커리큘럼이 굉장히 타       

이트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졸업 후 패션산업계에서 일하는 데 여러 가        

지 면에서 다양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

6) 파리의 상조합학교(Les Ecoles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Parisienne)

응답자 중 한명은 42세 여성으로 입학 당시 한국에       

서 의상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디자이너     

로 활동 중이다. 다른 한명은 43세 여성으로 입학 당        

시 한국에서 의류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는 패션디자인 강사이다.

학교 특성상 오뜨꾸뛰르를 다루었으며 완성도 높     

은 의상을 제작하는 장인정신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교육내용은 패션에 있     

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주 5일 36시간 정도의 많은 수업시간으로 진행된     

다. 디자인 8시간, 입체재단 16시간, 평면재단 4시간,     

의상 제작시간이 주를 이루었다. 수업방식은 과목별     

로 전공교수와 주제별로 실기작품을 만드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특히 입체재단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     

며, 이틀 꼬박 걸리는 정도의 장시간 동안의 입체재     

단 과제를 통하여 창의적인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     

해 가도록 과제가 이루어졌다. 

3학기 제도로 매학기 1주간의 시험기간이 있었으     

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기업에서 한 달 이     

상 인턴십을 하고 복식사 내용의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졸업요건이다. 상대적으로 디자인 감각을 훈련     

시키게 하는 과목이 없는 편이고, 실험정신을 발휘해     

볼 기회는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완성도 있는     

옷을 만들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수준의 생각을 구체     

화시키는 정교성은 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교수법 자체에서보다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     

과 수업하면서 새로운 색감각이나 아이디어를 접하     

게 되고,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의 표현을     

인정해 주는 교수진, 학생 본인의 생각에 대한 주장     

을 가치 있게 보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경험 속에서     

창의성이 개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리라는 도     

시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공부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창의성을 발전시킨다. 

2. 창의성 훈련에 기여한 교육방식

창의성 훈련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학교 운영이     

나 수업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은 교수자들과의 토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교 주변의 문화     

적 환경에서 얻어지는 자극 등으로부터 창의성이 훈     

련되었음을 공통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학생들에    

게 자율성이 주어지고 교수들은 학생들이 아무리 엉     

뚱한 아이디어일지라도 그것을 전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의     

견을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을 존중하는 전반적     

인 분위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패션외의 예술 분야     

에서의 영감을 중요시하며, 몇몇 학교들은 트렌드 분     

석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타인의 영향을 배제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훈련들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는 점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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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이었다.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수업 중 과       

제가 언급된 경우만을 정리한 결과 <Table 1>에서 요       

약된 것과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표에서 “관련        

창의적 요소”는 응답자들의 분석에 따른 것일 뿐 특정       

학교의 과제가 특정 창의성 요소 개발에만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모두 앞서 제시된 SCAMPER      

나 13가지의 생각도구 등의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창의적 사고도구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들이다.    

즉, 서로 다른 주제들을 통합하고, 결합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의상, 즉 복식사적 스타일을 현대적 시각에      

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      

내는 등의 작업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훈련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외 유명 패션디자인 스      

쿨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발견된 특징들을 교육기관      

운영상의 특징과 교육내용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교육기관 운영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주변 환경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 및 국가의 역사 및 가치관 등이 현재의         

산업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산업체의      

요구는 학교의 교육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들면, 벨기에는 패션산업이 기타 패션도시에 비     

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기에는      

대중적 패션보다는 자신만의 세계를 갖는 크리에이     

터 양성에 주력하여 인턴을 권장하기보다는 졸업 후      

바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반면 이태리, 미국 등의 대중성을 중요시하     

는 도시적 환경하에서는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교육     

의 참여와 인턴십 활성화 등이 강조된다.

두 번째로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확한 점을 들 수     

있다. 패션은 매우 다양한 욕구에 의해 소비되고 있     

다. 세계 유수의 패션교육기관의 특성은 이러한 다양     

한 요구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이에 맞춰 각자의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파리에 의상조합     

학교와 스튜디오 베르소처럼 상이한 교육목표를 지     

닌 교육기관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     

를 충족할 수 있는 거대한 패션시스템을 움직일 인재     

들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을 키우고 발휘하여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커리큘럼이다. 학     

교의 목표가 적정한 범위 내에 설정된 후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모든     

교과목의 교육이 학생의 작품의 성과로서 열매 맺도     

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는 학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의 관리방     

법이다. 각 학교마다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러한 목표에 맞는 인재들을 선발하고 양성하는데 이     

는 교육내용과 관련성을 보인다. 개성이 강한 디자이     

너 양성을 목표로 할수록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급 불가 등으     

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다. 상업성을 고려하여 디자     

Table 1. Activities that enhanced creativity

school assignments creativity factor

Central Saint Martin's
- research with primary sources

- project through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design major students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elaborateness

Antwarp Royal

Academy of Fine Art
- modernly recreating historical costumes

flexibility, originality, 

elaborateness

IED
- thinking about diverse dimensions of fashion design like colors, materials and

  trends deeply 

sensibility, originality, 

elaborateness, fluency

Studio Berot - modernly recreating non-fashion documents into fashion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elaborateness

Parson's New School - project for integrated design from different two subjects
fluency, flexibility, 

elaborateness

Chambre Syndical de

la Couture Parisienne
- making garments exclusively by draping skills elaborateness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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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양성을 목표로 할 경우 교수 및 산업체 인력 등         

이 학생들을 디자인 과정마다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어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는 편이고 수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편      

이다.

교육기관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교육내용의 면     

에서도 창의성의 개발을 위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창의적 사고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를 형성방법으로 리서치 자료들에 대한     

유사성과 반복성을 간파하여 자료에 내재된 패턴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      

하는 훈련과 이들 패턴을 활용하는 훈련이 크리틱 과       

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된다. 또한 추상화 등의 방법이      

활용되면서 디자인 과정을 세밀하고 구분하고, 각 과      

정을 매우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각 과정마다 1 대 1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교수         

가 학생의 사고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이해하되 지시      

하지는 않으며, 방향을 결정할 때 정확한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지게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하게 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찾아가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창의적 생활습관의 형성이다. 디자인 교육     

을 수업 시간과 과제로서 이룬다기보다는 생활 자체      

에 패션 지향적 습관을 형성 한다. 주변의 다양한 1차        

자료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 이것을 옷과 연관      

지어 머릿속에서 형상화하는 습관, 그 옷의 주인이      

될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등을 생활화한다. 또한 패       

션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교육한다.

셋째는 창의적 행동습관의 형성이다. 연구대상인    

학교들 대부분이 도시에서 행해지는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권장하였으며, 스케치에서 끝나는 디자인 교육을 지     

양하고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교육과정을     

행하고 있다. 즉, 디자인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패션교육에 대      

한 많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한국 패션 디         

자인 교육기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현재 거대한 패션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패션브랜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에 따라 각 학교는 인력,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설립하고 이에 맞는 교육 과정     

및 제도 운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장인정신을     

잇는 브랜드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과 트렌드를 따르는 대중적 브랜드에서 요구하는 인     

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디자인 교육내용은 차이     

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이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     

고, 학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및 매우 구체     

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설정하여 실천하는 것     

이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열쇠라 하겠다. 

또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     

식 또는 기술습득의 수준에서 벗어나 창의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수업     

환경 및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주변 환경에서의 문화적 자극 등을 이용하여 창의적     

인 사고가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     

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수업의 내용 또는 과목 간의 연계성 등 수업 관련     

요소들 뿐 아니라 수업 외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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