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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subjects and contents of materials in the fashion

industry field and analyzed all data from respondents depending on business area and years of work in order

to develop appropriate educational methods and cours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51 question-

naires; 148 responses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ANOVA. The factors of educational subjects for Clothing and Textil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f product planning, manufacturing and basic information, and manufacturing-

related subjects (including materials); subsequently, these showed a high practical use in the fashion busines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subjects that depended on business

areas and years of work for respondents. In the case of education of materials, the contents of fibers, knit

fabrics and textile planning were used the most in various business areas; in addition, there were also signi-

ficant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use of knits, textile care, textile planning and trade, and textile retailing

depending on business area.

Key words: Practical use, Educational contents about material, Fashion industry, Business area, Years of

working; 실무 활용, 의류소재 교과내용, 패션산업, 업무 종류, 근무 경력

I. 서 론

현재 국내의 패션산업계는 유통개방과 더불어 제조

업 중심 시스템에서 소비자 중심 시스템으로의 큰 변

화의 중심에 있으며 기존의 디자이너 양성 중심의 교

과과정에서 패션산업 각 분야마다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분화, 특성화가 필요하다고(Ku et

al., 1999)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패션이 21세기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진정한 프로정신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제도 및 내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u et al., 1999; Lee & Lee., 2007;

Rha et al., 2008). 의류학은 초기에 가정 내에서의 합리

적 의생활을 목표로 하였으나, 산업화·정보화 사회에

서의 의류학 분야는 의류생산과 유통으로 초점이 옮겨

졌으며 이에 따라 의류학 교과과정도 의류학 분야의

전문인 양성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따라서 의류학은

소재에서부터 디자인,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품

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을 다루는 통합교육이 필요하

며, 이에 따라 교과내용의 분류도 패션산업의 제품생

산 및 유통과정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패션산업은 원사단계에서 시작하여 원단이 생산되어

어패럴 메이커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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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정이며, 도매,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

지를 유통기구라고 보아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한다.

패션산업은 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Lee, 1994).

의류학 분야의 교육분야 및 나라에 따라 커리큘럼이

나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었는데, 마케팅분

야에 대한 미국과 한국 대학교육을 비교한 연구(Lee,

2002) 및 일본과의 비교 연구(Lee, 2003)가 대표적이며

텍스타일 디자인분야에 있어 독일, 영국, 이태리의 교

육현황을 분석한 Kim(2000)의 연구가 있다.

의류학 전공자의 직무 실태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

요한 교과내용의 분석한 연구(Kim et al., 2002)에 따르

면 디자이너와 상품기획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류전문

직 종사자들은 의복소재 관련 교과목의 필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의류제품생산 관

련 대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학교교육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중요과목이 의복구성분

야에 이어, 피복과학분야가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으로

조사된 바 있다(Kim, 1999). 이는 소재디자이너 및 소재

영업직 등 직접적인 소재 관련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

재지식은 최종 상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반 지식으로

서의 역할과 함께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상품

기획자의 상품구성 및 기획,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도

구로서 필수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o et al.(1994)은 산업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실무

에 필요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

려움을 느끼는 점이 소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고

답하였고, 특히 소재의 분별 및 디자인과 소재의 조화

방법 등에 대한 필요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디자이너분야에 제한된 요구사항이었으면 전

체적인 의류업 종사자들의 실무 활용 및 교육필요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Lee et al.(2006)은 샵마스터를 대상으로 상품이해도

와 소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무

년수와 성별에 따라 상품이해도와 소재지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과 근무 년수가 높을 때 두 항목 모두

높은 값을 보였다. 소재지식에 있어서 가공 특성에 대

한 이해는 높았으나 관리 특성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Ju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의류 관련 대학의

교과목 편성 및 의류소재 교과목에 대한 구성을 분석

하여 대학교육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류학 및

의류소재교육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과목의 편성비

율이 디자인분야 36.2%, 제품생산분야 20.4%, 의류소

재분야 14.5% 등으로 나타났고, 1999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경우 디자인, 판매유통 분야는 구성비율이 확

대된 반면, 제품생산, 의류소재, 기초지식, 소비과학

분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류

소재 관련 교과목의 과목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개

설 학점은 평균 17학점 수준이며, 교과목별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재료학 관련 기초분야로 전

체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염색과 소재디자

인 및 개발 과목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산업 현장 활용 및

교육내용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종

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업 종사 시 필요

한 의류학 관련 교과목 및 의류소재분야의 내용의 활

용도를 업무 종류별로 조사 분석하고 앞서 연구된 교

육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산업 현장 활용의 관점에서 현

재 운영되고 있는 의류 관련 교육에 개선이 필요한 부

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패션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산학연계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의

류소재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산

업 실무의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현재 대학에서 개설된 의류학 및 의류소재분야의

교육내용과 의류산업 실무에서 활용하는 교육과정 및

내용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Ju et al., 2011)에서는 의류 관련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징 및 소재 관련 교과목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였고, 앞선 연구에 이어 본 연구

는 의류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의류학 교과목별 실무 활용도 및 의류소재분야의

실무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 현황과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패션산업 실무자의 업무 직종에 따라 의류학의

각 교과목 및 소재분야의 교육내용에 대한 실무 활용

도 및 재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의 직종을 디자이너, 상품기획, 소재기획,

생산, 구매, 영업 및 판매에 이르는 의류학 전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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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출분야롤 다양하게 포괄, 분석하여 차이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는 각 대학 및 학과의

특성화 분야 및 졸업생의 주요 진출분야에 따라 다양

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 내용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동일한 업무 직종에서 근무 경력에 따라

전문 지식의 습득 및 활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선행

연구(Do et al., 1994; Kim et al., 2002; Lee et al., 2006)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근무 경력에 따른 의류학

교과목 및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활용도를 조사를 통해

경력에 따른 산업 실무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실무

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과정 편성 등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전반적 의류 관련 대학교육 및 소재교육 내용의 실

무 활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15일에 걸쳐 의류 실무자 151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 148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설문대상자는 다양한 의류산업분야 중 의류를 직

접 기획, 디자인, 생산, 영업 부서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산업체로 제한하였고, 대표적으로 여성복, 캐주얼, 남성

복 등의 브랜드 기업 20개와 해외무역을 주로 하고 있

는 3개 기업으로 전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학 교육내용의 현황 파악과 각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도를 측정하여 향후 실무 활용도

가 높은 교과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분류 기준은 산업 실무의 흐름에

바탕을 둔 Ku et al.(1999)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한 의류소재분야의 교과내용 분류 기준은 Ju et al.(2011)

의 연구결과에 따라 11개의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연령, 전공 및 업무 종

류에 대한 인구통계적 조사와 교과목 분류에 따른 각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PASW Statistics 18을 통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ANOVA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수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전체 148명으로 <Table 1>

은 인구통계적 변수를 정리한 내용이다. 남녀비율은 각

각 23.5%와 76.5%로 여성의 비율이 3배 정도로 나타났

으며 90% 이상이 20~30대로 분석되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살펴본 결

과, 의류 및 의상 계열이 6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섬유공학 계열, 경영학 계열 순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현재 업무 내용은 32.5%가 디자이너분야이며,

다음은 해외무역파트 16.6%, 상품기획 15.9%, 구매 및

영업 13.9%, 소재기획 11.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

상자의 근무 년수는 4년 이하가 33.8%, 5~8년이 30.4%,

9년 이상이 35.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의류학 관련 학과의 교육내용 개선에 목

표가 있어, 전공분야 중 의류학 전공자의 종사 직종분

야 및 분포를 살펴보고자 의류학 전공자 98명을 대상

으로 업부 직종을 분석하여 <Fig. 1>과 같은 결과를 얻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48)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4 23.5

Female 114 76.5

Years

20s 62 41.1

30s 78 51.7

40s 8 5.3

Education

High school 2 1.3

2-year college 13 8.6

4-year college 130 86.1

Graduate school 6 4.0

Years of

working

Less than 4 years 50 33.8

From 4 to 8 years 45 30.4

More than 8 years 53 35.8

Major in

college

Clothing and Textiles 98 66.2

Design 9 6.1

Fiber and Polymers 12 8.1

Business 9 6.1

Others 20 13.5

Business

area

Design 49 32.5

Product Planning 24 15.9

Purchasing and Sales 21 13.9

Overseas Trade 25 16.6

Material Planning (Fabrics) 18 11.9

Others 14 9.3

Total 1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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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디자인분야가 4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

었고, 상품기획 18%, 소재분야 18%, 해외무역 및 구매,

생산부서 근무는 9% 정도로 분석되었다. 앞선 전체 패

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와 비교할 때, 의류

학 전공자는 디자인분야, 소재기획, 상품기획의 근무

비율이 높았고, 해외무역과 구매, 영업 부서의 근무 비

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의류 관련 전공자들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Kim et

al.(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류학 전공자의 업무

내용은 71%가 디자이너분야, 모델리스트 12.5%, 머천

다이저 6.6% 순으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디자이너 종

사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구매, 생산, 영업 등의 비율이

3%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의류학

전공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고, 남성은 여성이 디자이

너분야 취업이 집중되는 반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류기업의 직

무 내용이 디자이너 이외의 머천다이저, 구매, 생산, 영

업, 해외업무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고 이 분야

에 대한 의류학 전공자의 진출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류학 관련 교과목의 실무 활용도

1) 의류학 교과목별 실무 활용도 및 재교육 요구 정도

의류기업 종사자 148명에 대해 의류학 관련 교과목

들의 실무 활용도 및 재교육의 요구 정도를 5점 척도

로 조사하여 평균을 분석한 것이 <Fig. 2>과 같다.

실무 활용도가 높은 교과목은 의류소재분야, 산업

및 시장정보분야 및 제품생산, 상품기획분야로 나타났

다.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성이

높은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패션정보 및 상품기획, 의

복소재지식, 패턴 제작과 재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류학 교과목의 분류 기준 및

명칭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교과내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 활용도와 함께 재교육 요구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는 의류소재분야, 산업

및 시장정보, 상품기획, 제품생산, 디자인 순으로 나타

나 앞선 실무 활용도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기초지식과 같은 분야는 실무 활용은 가장 낮지

만 재교육 요구에 있어서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 상대

Fig. 1. Business areas of groups that majored in clo-

thing and textiles.

Fig. 2. Needs of in-services training and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subjects on clothing and textiles (Scale: 5.0).

– 435 –



66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4, 2012

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실무 활용도가 현재

본인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실무자 재교육 요구도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현재 직접적인

활용은 낮지만 향후 자기 계발을 위해 필요한 분야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대학교육

정규과정 편성과는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의류학 교과목 9개 분야를 실무 활용도

점수에 기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실무 활

용을 근거하여 유사성이 있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Product planning’ 분야로 설명변량

은 27.45%로 나타났다. 의류디자인, 상품기획 및 판매,

유통에 이르는 상품과 관련된 기획, 경영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요인은 의류

기업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

야들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Basic information’

으로 설명변량은 23.11%이며, 복식사, 산업정보 등의

상품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창조과정 및 제품의 사용

중 또는 후에 활용이 필요한 의류학 및 실무 업무 내용

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분야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Manufacturing’과 관련된 분야로 설명변

량은 15.91%이며, 의류소재 및 패턴 메이킹, 생산관리

등의 포함된 제품생산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 업무 종류에 따른 교과목 활용도 차이 분석

<Fig. 3>는 업무 종류에 따라 의류학 관련 교과목의

활용도를 비교한 것으로, 업무 종류에 따라 몇 가지 특

징을 나타낸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educational subjects depending on practical use

Factor name Educational subjec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actor 1: Product Planning

Design 0.823

2.47 27.45 0.740Merchandising 0.799

Sales and retailing 0.776

Factor 2: Basic information

Clothing physiology 0.829

2.08 50.56 0.663
Textile care and management 0.672

Industry and market 0.645

Basic knowledge 0.590

Factor 3: Manufacturing
Product manufacturing 0.837

1.43 66.47 0.551
Material 0.735

Fig. 3.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subjects depending on business area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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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자인파트는 상품기획, 디자인, 생산 순으로

활용도가 평가되었고, 상품기획MD파트의 경우 오히

려 상품기획 교과목의 활용보다는 의류소재, 산업 및

시장정보, 상품기획 및 위생환경학 분야의 활용이 높

게 나타났다. 구매, 생산, 영업을 담당하는 파트는 소재

및 생산 교과목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재담당

부서는 의류소재에 비해 산업 및 시장정보의 활용이

높았고, 다음으로 소재, 상품기획 순으로 평가되었다.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의류학 교과목

중 소재 및 생산 관련 분야의 활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품기획, 디자인, 판매 및 기초

지식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

구의 조사대상 중 벤더(vendor)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고, 이 분야에서는 디자인, 상품기획업무가 대

부분 바이어(buyer)와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주로

소재선택 및 생산 등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류학 분야에 비해 소재와 생산의 실무 활

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업무 종류에 따라 의류학 교과목의 활용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의류산업의 변화, 졸업생

들의 진로선택 방향과 관련하여 의류학의 대학교육과

정과 교과목 편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의류학 관련 학과의 교과 편성 현황을 살펴본

Ju et al.(2011)에서 디자인분야 36%, 생산분야 20%, 소

재 15%, 기초지식 9%, 산업 및 시장정보 8%, 상품기

획 4% 수준인 것을 볼 때, 산업 현장 실무의 활용도를

고려한 교과목의 편성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앞선 연구는 단순히 각 대학에서 설치한 교과

목의 학점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 현실에서는 개별 학

생이 이런 교과목 편성비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는

다는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진로 방향에 따라 본인에

게 필요한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어 디자

이너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실무 활용이 높

은 상품기획(merchandising)분야의 교과목 비율이 4%

수준으로 전체 10학점 이내일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절대적 기회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는 의류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업무 종류

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각 업무 종류에 따른 의류

학 관련 교과목의 활용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업무 종류에 따라 교과목 활용도에 통계적 차이가 없

는 분야는 의류소재, 제품생산 및 피복관리 분야로 분

석되었다. 산업 및 시장정보 교과목은 다른 업무 종류

에 비해 소재기획파트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기획 교과목의 활용도가 높은 업무는 소재기획 및

디자인 파트로 분석되었다. 디자인 교과목과 판매, 유

통 교과목은 디자인파트, 위생 및 환경학 분야는 소재

및 상품기획MD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근무 경력에 따른 의류교과내용 실무 활용도

<Table 4>는 근무 경력 연수에 따라 의류학 관련 교

과목의 활용도를 비교한 것으로, 크게 4년 이하, 4년

초과~8년 이하, 8년 초과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경력에 따라 실무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 의류 교과목

은 의류소재, 제품생산 및 피복관리 분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년 초과 8년 이상의 중간 직급이 세 가지

Table 3. One-way ANOVA of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subjects according to business areas

Business area

Educational subject
Trading

Purchase, manufacture

and sales
Merchandising Textile Designing F-value

Industry and Market 3.18 B 3.52 B 3.52 B 4.42 A 3.58 B 3.42**

Material 4.48 4.04 3.98 4.27 3.80 2.63*

Merchandising 2.44 B 3.26 AB 3.43 AB 4.03 A 4.19 A 12.14***

Design 2.18 C 2.64 BC 3.09 BC 3.78 AB 4.01 A 13.21***

Product manufacturing 3.90 3.57 3.26 3.33 3.84 1.49

Sales and retailing 2.28 B 2.95 B 2.83 B 3.11 B 3.54 A 7.60***

Basic knowledge 2.08 B 2.21 AB 2.59 AB 3.33 A 2.82 AB 4.55**

Textile care and 

management
3.30 3.29 2.95 3.11 2.83 .14

Clothing physiology 2.86 B 2.48 B 3.43 A 3.67 A 2.63 B 5.52***

*p<.05, **p<.01 ***p<.005

Scheff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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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모두에서 실무 활용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

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과목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의류소재 교

과목의 실무 활용도는 4년 초과 8년 이하의 중간 직급

정도의 근무 경력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이에 비해 4년 이하의 신입 실무자들의 활용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제품생산 및 피복관리분야에 대한 실무

활용도도 의류소재와 동일하게 4년 초과 8년 이하의 중

간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집단은 제품생산

분야의 경우 8년 이상의 경력직에서, 피복관리는 4년

이하의 신입 직급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3. 의류소재 관련 교과내용의 실무 활용도

1) 의류소재 교과내용 실무 활용도 비교

의류소재 과목의 세부 내용 분류는 Ju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대학교재의 목차 및 빈도에 따

라 기준을 정하였고, 이중 소재실험분야는 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목 내용보다는 교과목 특성을 설

명한 분야로 본 연구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

고, 소재디자인 교과목은 디자인의 특성이 더 강한 분

야로 소재 교과목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재료

기초지식분야는 섬유와 실의 원리에 대한 구성빈도가

높아 두 개로 분류하여 최종 10개의 교과내용을 대상

으로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Fig. 4>는 소재교과내용의 실무 활용도 평균 점수

로 섬유, 니트(편성물), 실, 소재기획 순서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는 피복관리 및 기타특수소재

(피혁, 부직포 등)분야로 분석되었다. 의류 관련 대학의

소재 관련 교과목의 내용 및 편성을 살펴본 Ju et al.

(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재료기초지식분야가 전체

소재 교과목 중 18.5%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소재분석

실험 교과목 편성비율은 10.2%, 직조 및 니트 관련 교

과목은 8.9%, 소재기획 교과목은 7.4%, 염색 관련 교

과목은 16.2%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섬유와 실 등은 일반적으로 재료

기초지식 교과목의 주요 내용이나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 재료분석 등 실험 과목을 통해 특성과 활용

에 대해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실무 활용도가 유사한 염색 과목과 소

재기획 과목을 비교했을 때, 염색 관련 교과목은 대부

분의 대학에서 1개 이상의 별도 과목을 운영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소재기획 과목은 1개 또는 별도 과목

Table 4. One-way ANOVA of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subjects according to years of work

Years of work

Educational subject
Less than 4 years 4-8 years More than 8 years F-value

Industry and Market 3.43 3.57 3.77 1.39

Material 3.79 A 4.25 B 4.07 AB 3.47*

Merchandising 3.60 3.65 3.67 .04

Design 3.42 3.22 3.37 .31

Product manufacturing 3.60 AB 4.11 B 3.32 A 6.70**

Sales and retailing 3.09 3.21 3.05 .27

Basic knowledge 2.57 2.60 2.66 .09

Textile care and management 2.81 B 3.32 A 2.89 B 3.20*

Clothing physiology 2.60 2.89 2.99 1.71

*p<.05, **p<.01

Scheffe test: A>B>C

Fig. 4.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contents for ma-

terial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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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업무 종류에 따른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실무 활용

도 비교

<Fig. 5>는 업무 종류에 따라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활용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해외무

역파트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디자인파트는 소재기획 교과내용의 활용이

높았고, 상품기획MD의 경우 니트, 소재무역유통 분야,

소재기획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생산, 영업 파트는 전

반적으로 소재교과내용 활용이 낮았으나, 소재무역, 유

통에 관련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

다. 해외무역파트는 섬유, 니트, 염색, 가공, 소재무역

및 유통 분야 활용이 높았고, 소재기획파트는 소재기획,

실, 피복관리 분야의 활용이 높았고, 니트 관련 내용의

활용이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구매, 생산, 영업MD와

해외무역파트의 실무 활용도는 절대적인 평균값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요시되는 교과내용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어, 섬유, 니트, 염색, 가공 및 소재무역유통 분

야의 실무 활용이 다른 교과내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파트는 상품을 직접 기획하기보

다는 상품의 생산 및 마케팅, 유통과 관련있는 부서로

서 업무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개 업무 종류에 따라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실무 활

용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업무 종류에 따라 대부분의 교과내용이 실무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니트분야는 해외무역

및 상품기획MD파트의 활용도가 높았고, 피복관리는

소재기획파트, 소재기획분야는 소재기획과 디자인파

트의 활용이 높았으며, 소재무역 및 유통 관련 분야는

해외무역파트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근무 경력에 따른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실무 활용

도 비교

<Table 6>은 근무 경력에 따라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실무 활용도를 비교한 표로, 대부분 경력에 따라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류 관련 교과내용

은 근무 경력에 따라 제품생산, 의류소재 및 피복관리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소재 관련 교과내용은

경력에 의한 차이보다는 업무 종류에 따른 상대적 차

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의류소재 관련 교과목의 산업 현장 활용 및 교육내

용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션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업 종사 시 필요한 의류

학 관련 교과목 및 의류소재분야의 내용의 활용도를

업무 종류별로 조사 분석하고 앞서 연구된 의류학 관

Fig. 5.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contents for material depending on business area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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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대학 교육과정 현황과 비교하여, 산업 실무의 요구

에 맞는 의류소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의류기업에 종사하는 148명

으로 조사대상자의 현재 업무 내용은 32.5%가 디자이

너분야이며, 다음은 해외무역파트 16.6%, 상품기획, 구

매 및 영업MD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근무 년

수는 4년 이하가 33.8%, 5~8년이 30.4%, 9년 이상이

35.8%으로 나타났다. 의류 및 의상 계열 전공자 98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분야가 4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상품기획MD 18%, 소재분야

18%, 해외무역 및 구매, 생산부서 근무는 9% 정도로

분석되었다.

의류기업 종사자들의 실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류

교과목은 의류소재, 제품생산, 상품기획, 산업 및 시장

정보 등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도점수는 재교육 필요도

와 유사한 순서를 보였다. 업무 종류에 따라 의류 교과

목의 실무 활용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디자인파트는

상품기획 관련 교과목, 상품기획 및 구매, 생산, 영업,

해외무역파트는 의류소재분야를, 소재기획파트에서는

산업 및 시장정보 관련 교과목의 활용이 가장 높게 분

석되었다. 근무 경력에 따라 대부분의 의류교과내용

활용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의류소재분야는 경력

5~8년의 중간 경력자들의 실무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의류소재 교과내용에 대한 산업 실무 활용도를 조사

Table 5. One-way ANOVA of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contents for material according to business area

Business area

Educational subject
Trade

Purchase, manufacture 

and sales
Merchan-dising Textiles Designing F-value

Fiber 4.64 3.67 3.93 3.82 4.15 2.98*

Yarn 4.24 3.19 3.87 4.14 3.87 2.95*

Woven fabric 3.88 3.19 3.93 3.70 4.00 1.57

Knit fabric 4.48 A 3.71 AB 4.23 A 3.00 B 4.09 AB 6.38**

Special 3.16 3.26 3.70 3.53 3.40 0.85

Dyeing 4.56 3.48 3.93 4.00 3.50 5.51**

Finishing 4.54 3.64 3.70 3.64 3.76 3.46**

Textile care 3.44 AB 3.04 AB 3.59 AB 4.13 A 2.98 AB 4.47**

Planning of textiles 3.36 AB 2.98 B 4.08 AB 4.32 A 4.29 A 7.17**

Trade and retailing

of textiles
4.38 A 3.97 AB 4.23 AB 3.00 B 3.54 AB 4.78**

*p<.05, **p<.01

Scheffe test: A>B>C

Table 6. One-way ANOVA of practical use of educational contents for material according to years of work

Years of work

Educational subject
Less than 4 years 4-8 years More than 8 years F-value

Fiber 4.15 4.33 3.88 2.638

Yarn 3.71 3.90 3.93 .662

Woven fabric 3.77 3.79 3.81 .020

Knit fabric 3.97 4.12 3.85 .771

Special 3.39 3.27 3.50 .591

Dyeing 3.66 3.79 3.90 .769

Finishing 3.78 3.89 3.85 .164

Textile care 3.28 3.33 3.20 .193

Planning of textiles 3.77 3.74 4.02 .946

Trade and retailing of textiles 3.62 4.07 3.7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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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교과내용은

섬유, 니트, 실, 소재기획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특수

소재 및 피복관리의 실무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

석되었다.

업무 종류에 따라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활용도는 차

이가 있었고, 니트분야는 해외무역 및 상품기획MD파

트에서, 피복관리는 소재기획파트에서, 소재기획 교과

목은 소재기획 및 디자인파트의 활용이, 소재무역 및

유통교과내용은 해외무역파트에서 활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 생산, 영업 MD파트와 해외무

역파트의 실무 활용도는 절대평균값에서는 차이가 있

으나 중요시되는 교과내용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섬

유, 니트, 염색, 가공 및 소재무역유통 교과내용이 활용

이 다른 교과내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

무 경력에 따라 의류소재 교과내용의 활용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관련 대학의 전공자들은 현재 대표적 진로분야

인 디자인파트 이외에 상품기획, 소재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류학은 학문의 특

성 상 산업체에서 활용되는 실용적 목적을 갖고 있어

산업의 인재 시장과 교육요구에 따라 교육내용의 변화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산업

실무 활용도가 높은 교과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의 변

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의류학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실무의 활용도를

고려한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정 편성

비율과 교과목별 실무 활용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의류소재, 산업 및 시장정보, 상품기획 분야에 대한 다

양한 교과목 편성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패션산업 실무자들의 의류 교과목의 실무 활

용도와 재교육 요구도는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

나, 기초지식분야에서 실무 활용도에 비해 높은 재교

육 요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무 경력에 따라 의류

교과목의 활용이 동일 직종에서도 차이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실무자 재교육 과정은 교육대상자

의 조건에 따라 대학의 교과목 편성과는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자의 업무 직종에 따라 실무 활용도에 차

이가 있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각 대학에서는 교육

목표 및 진로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동일

한 학과에서도 학생들의 진로분야에 따라 개인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

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의류소재교육에 있어 교과목 중 실무 활용이

가장 높은 교과내용은 섬유의 특성과 같은 재료의 기

초지식분야로, 특히 해외무역 등 외국기업과 의류 수

입, 수출 등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파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활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

나 현재 대학에서의 기초소재과학분야의 교육내용 편

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무 활용도와 차

이가 있었으며, 향후 섬유 등 의복소재의 기초지식분

야에 대한 교육의 심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의류학 관

련 교과목 편성과 소재분야의 교육내용을 산업 실무

자들의 실무 활용도와 비교하여 변화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교과목 편성비율 등 표

면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하였고 각 대학과 수업의 현

장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실질적 분

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의류

학 분야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진보된 제언을 위해

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내용, 방법 및 학습 효율, 실무

활용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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