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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training program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implemented the

ADDIE teaching-learning model and was conducted in the sequence of analyses, design, development, imp-

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the analysis phase,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vocational competency train-

ing were analyzed along with an analysis of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s and suitability assessment. Based

on the analysis, the education program was designed and contents were determined. The program consisted

of 5 chapters and 17 unit hours of instruction. Reigeluth's (1987) theory was used as the framework for org-

anizing educational materials in the development phase. The programs were implemented on students and

evaluated by students as well as experts. Students evaluated the program in terms of the degree of motivation

for learning, comprehension of learning content, perceptions of lessons in classes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ogram. Experts evaluated the program in terms of program validity. The results

indicate the developed program was useful for training students vocational competencies as shop manag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of fashion education, by presenting an example of systematic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in connection with industry.

Key words: Home economics industrial education, Vocational competencies, High school-industry connec-

tion,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al program, Shop manager; 가사 ·실업계 교육, 직업 역량,

고등학교-산업체 연계, 직업 교육 프로그램, 샵 매니저

I. 서 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교 단

계의 취업 중심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선취업-후진학 병

행 경로를 추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Jang, 2014). 이

에 따라 선취업-후진학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무 역

량 강화 차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Jang, 2014). 아울러, 산업 수

요에 부응하는 직업 교육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산업체 수

요에 부응하는 직업 교육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차원

의 샵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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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업 현장의 수요

에 부응하는 직업 교육에 대한 요구의 심화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고교 직업 교육은 학교 기관 중심의 직업

교육 형태로 전개되어 산업 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학습과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연계가 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인재 육성 방안과의 협업이 필요

한 시기이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에서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

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Lee, 2011). 또한 직업 역

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직무 내용의 지식을 소개하는 것

에 국한하지 않고,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

한 수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전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이 강의식 지식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최근

에는 직업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체 요구에 초

점을 두는 직무 중심의 맞춤식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Park, 2017).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에서도 산업체와 연결하여 수업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

교에서는 샵 매니저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는 전

무하다. 따라서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의상 관련

인력 유형 양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샵 매니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샵 매

니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역량 강화 차원

에서 샵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한다. 둘째, 산업체와 협력하여 샵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동기 유발 정도, 학습 내

용의 이해 정도, 수업의 장 ·단점을 조사하여 교육 효과

를 평가하고 수정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고찰

1.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 역량 강화 교육과 산

업체 연계 프로그램

1)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 역량 강화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

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취업 중심 ·산

학 협력형 학교로 2010년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 실업

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 모형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행하

는 학교이다(Choi, 2014).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

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취업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개인의 적

성 및 소질을 파악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

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Choi, 2014). 교육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취업-후진학’ 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는

데, 이는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 체제 확

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교육부(Ministry of Edu-

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MEST], 2012)의 조사에

의하면<Fig. 1> 2008년에서 2012년 사이는 ‘선취업-후

진학’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

여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성화고 취업률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의 19.0%에서 2017년 말에는 53.6%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서울시 교

육청의 특성화고 진로 이력 분석 연구에 따르면(Choi,

2014) 특성화고 선택 이유가 대학 진학이 유리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은 26.2%에서 14.8%로 감소한 반면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4.7%에서 28.7%로 향상되었다. 동

시에 졸업 후 계획에 대한 문항에서는 취업 및 창업 희

망률이 11.7%에서 22.2%로 상승하여 ‘선취업-후진학’

정책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NCS를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일자리가

충분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MEST, 2012), 이에 교육부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체의 요구

와 불일치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한 직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개발

하였다. 그러나 Lim and Ahn(2016)는 NCS의 정착을 위

해서는 NCS의 개발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

회와 각 전공에 적합한 형태의 변화를 통한 안착을 도

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가사 ·실업계에서도 ‘선취

업-후진학’ 정책의 실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

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NCS 관련

연구로 Jang(2014)은 가사 ·실업계의 NCS 기반 교육 운

영 현황의 통계 자료 및 문헌고찰을 통한 기초 분석을

한 결과, 산업계와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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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대한 실태 분석과 요구 조사 등이 후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가정과 교육에서 직업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접근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Jang, 2014). 또한, Lee(2011)도 마이스터 학생들

에게 맞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개발에 초점을 두

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교육 요소 추출의 필요함

을 제안했다. Lim and Ahn(2016)에 따르면 NCS는 산

업 현장의 직무 기술서임으로 교육학적 원리로서의 적

용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모듈에는 적용되어야

함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기능

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해야함을 제안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에서의 직업 교육 일환

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 기술서의 역할과 동시에 학습 모

듈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산업체 연계 교육은 산업체와 학교 간의 교육 활동을

지칭한다. 동시에 산학 연계가 학교 ·산업체 및 유관 기

관 사이에 공동 계획과 지도하에 장차 산업체에서 일하

고자 하는 학생을 상호 협동하여 교육 훈련의 실리를 추

구함과 동시에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

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Seo, 2011).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활동과 방학 기간을 혼

용하여 운영하고 있다(Yoo, 2012). 이를 통해 양성된 학

생들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참여 학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o, 2012). 그러나 참여 산업체에서는

재학생들의 자료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설비 사용 능

력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Yoo,

2012). 이에 Seo(2011)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직무 분석

을 실시하여 탄력적인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현장 맞춤

식 교육을 위해 교과서 개발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Yoo(2012)는

학생들이 산학 프로그램의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

하게 파악하게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처럼 선행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

면 산업체와의 공동 직무 분석은 다양한 교재 개발과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샵 매니저

샵 매니저는 매장 관리자(manager)라는 의미를 가지며,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판매원이 아니라 고객에게 다양

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

는 점장 또는 소사장을 포함하는 용어이다(Son, 2013).

샵 매니저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샵 매니저의 직무와 역할(Lee, 2002), 직무 만족

도(Ahn, 2005), 직무 스트레스(Ahn, 2005), 고객 응대 및

서비스(Han, 2010), 재교육(Son, 2013)에 관한 연구들로

정리할 수 있다. Lee(2002)는 샵 매니저의 직무와 역할

은 점차 중요해져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는 한복 샵 매니저의 고객 응

대 방법과 고객 반응에 대한 연구(Han, 2010)와 의류 제

품 판매원에 대한 고객 만족과 판매원 충성도에 대한 연

구(Cho & Ku, 2002)가 있으나, 본사와 샵 매니저의 관

계를 고려한 직무 연구는 미비한 상태라고 하였다. Choi

(2010)에 따르면 샵 매니저의 직무 만족도는 일차적으

로 동료 관계의 만족에서 시작하며, 직위, 직무 성과, 그

리고 본사의 협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Ahn(2005)은 거래처나 고객과의 접촉, 고객들의 구

매 행태의 빠른 변화도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샵

매니저 개인뿐만 아니라 의류 유통업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본사의

Fig. 1. Post-experience ad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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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기

업은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스트레스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Ahn, 2005). 샵

매니저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는 현대에 들어 점차 중요

시되었는데, 특히 Han(2010)은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이

단순한 상품 구매에서 발전되어, 구매 시 즐거움과 다

양한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샵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Son(2013)은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직접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인

참여로 자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

음을 제안하며, 현재 샵 매니저의 재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3. ADDIE 교수 체제 설계 모형

ADDIE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은 많은 교수 설계자들에

의해 정교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 설계의

일반적인 절차인 다섯 가지의 과정들을 정립하였다. 이

러한 5가지 단계인 ADDIE(분석: Analysis, 설계: Design,

개발: 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 Evalua-

tion)는 대부분의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의 기초가 된다(Fig.

2). 구성주의적 학습 모형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

으며, 교수 설계 중 널리 활용되는 ADDIE 교수 모형은

위에 언급한 5가지 단계별 과정들로 구성되어있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다(Bang, 2017).

ADDIE 교수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경우 운영 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아

니라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ADDIE 교수 설계 모형의 절차

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Kang, 2013).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샵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에서의 실습과 적용이 중요한 프로

그램이므로, 학습자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

하는 구성주의적 교육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DDIE 교수 설계 모형을 선정하여, 직무 내용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샵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4.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

Reigeluth의 수업 정교화 이론은 거시적 조직 전략에

해당된다(You et al., 2010). 전체적인 수업 과정을 순서

대로 진행하되, 거시적인 맥락에서 시작하여 미시적인

내용으로 정교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ei-

geluth는 수업 정교화 과정을 카메라의 ‘줌 렌즈(zoom

lens)’에 비유하였다(You et al., 2010). 수업 정교화 이론

에 따르면 교수 과정 역시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한 개

요를 소개하고(zoom out),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 구체화

되고 정교화된 교수가 진행(zoom in)되어야 한다(You et

al., 2010). Oh(2015)는 과거의 교사 중심, 내용 중심의

교수법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오늘날의 교수법

에 적합한 이론이라 하였다. 또한, Heo et al.(2014)에 따

르면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적합

한 이론이라 했으며, Yoon(2013)은 정교화 이론을 적용

하여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의 전체 흐름을 빠르게 인지

할 수 있고, 개념, 절차,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수

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Reigeluth(1987)의 정교화 이론을 적용하여 학습

자의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탐색, 확

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ADDIE 모형을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분석(Analysis) 단계에서는 직업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선

Fig. 2. ADDIE Instruc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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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최근의 직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을 분석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설계(Design) 단계에서

는 샵 매니저를 채용하는 강소 기업 이상의 인사 과장들

과 직무 분석을 통해 책무와 작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개발(Development) 단계에서는 Reigeluth(1987)의 정

교화 이론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

였고, 기업체의 요구 항목을 정리하여 5개의 책무를 중

심으로 각각의 작업 과정을 개발하였다. 교재 개발 후

활동 과제를 수업의 과정에 적용하여 102차시의 교수 ·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실행(Implementation) 단계

에서는 개발된 교수 ·학습 과정을 경기도 소재 고등학

교 3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102차시 수업을 본 연구자

가 직접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Evaluation) 단계

에서는 수업 실행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이 수

업의 학습 동기 유발 정도,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 수업

의 장 ·단점을 조사하여 수업을 평가하였다. 설문지 문

항에서 학습 동기 유발 정도의 문항과 학습 내용의 이

해 정도는 Kim(2013), 수업의 장 ·단점 조사 문항은 Lee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알맞게 재

구성하였다. 학습 동기 유발 정도는 1개 문항, 학습 내용

의 이해 정도는 2개 문항, 수업의 장 ·단점은 2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개발된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연구의 특성에

맞게 교수 설계, 교육 방법,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전공 지

식을 갖춘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각 전공별 박사학

위 이상 혹은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Table

1>과 같이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

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대상자들은 직접 검사

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직업 역량 강화 프

로그램 도출 과정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하여

Jung(2015), Noh(2018), Eom and Kwon(2017) 등의 연구

에서 사용된 타당도 검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했다. 또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구성하

였다. 전문가 타당도 의견을 묻는 5개의 객관식 문항으

로 질문을 했으며 평가는 5개의 5점 Likert형 척도 방식

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와

내용타당도 비율, 평정자 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Analysis)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 직업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선행연구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

향성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는 최근의 직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고 직업 교육의 지향점

의 변화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가사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선취업-후

진학을 위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갖춘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2. 고등학교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의 설계(Design)

역량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

동 특성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

도를 말한다(McClelland, 1973). 최초의 역량 개념을 도

입한 McClelland(1973)는 ‘특정 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

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고, Kim(2001)

은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기업 문화

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라고 정

의하였다. 즉 역량이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 특성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

Table 1. Expert characteristics

Subject Major Final degree Field of expertise Educational career (year)

A Fashion marketing Doctorate Fashion marketing 16

B Fashion marketing Master Fashion marketing 12

C Clothing composition Doctorate Clothing composition 18

D Pedagogy Doctorate Instructional method 12

E Pedagogy Master Instructional desig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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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제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업

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직업인의 직무 역량 항목을 구분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작업과 책무로 구별하여 실질적인 산

업체 직무 분석표를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2개 기업의

샵 매니저 직무와 책무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하나는 패

션 유통 강소 기업으로 패션 브랜드 직영점을 260여 개

갖추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105개 직영점을 보유하

고 있는 패션 의류 업체이다.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필요

로 하는 직무 역량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학

습 목표를 진술하고,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육 프로그램

에 사용할 5가지 책무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각의 책무에 따른 작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브

랜드 관리 책무에는 상품 지식 인지와 세일 프로모션 이

해 작업 내용이 공동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 영업 매

출 관리 책무에는 상품별 관리 및 분류 작업이 도출되었

다. 세 번째, 직원 관리 책무에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

양과 판매 화법과 문제 해결 기법의 작업이 공통적으로

주요 작업으로 지시되었으며, 네 번째, 인성 관리 책무에

는 방문객 응대, 다섯 번째, VMD 책무에는 윈도우 디스

플레이 전개, 패션 아이템 연출, 패션 스타일링 실행의

작업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관리 책무에는

공통적으로 분석된 내용은 없었으나, 고정 고객 관리, 잠

재 소비자 유치 방법, 소비자 행동 분석 및 관리, 소비자

체형 등의 작업 항목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직무 분석 결과에 대하여 5명의 전문

가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간의 구

분을 명확하게 할 것, 도출된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구성 요소의 적용이 보다 쉽게 전개될 것이 요구되어 수

정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해당 결과를 바탕

으로 수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한 직무 분석은 <Fig. 3>

과 같다.

3. 고등학교-산업체 연계 학습 자료 개발(Develo-

pment)

고등학교-산업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루

Fig. 3. Industry job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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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산업체 관계자와 의류 관련 전문 교육자들이 실제

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

육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단원 및 내용

산업체 인사 관리자와 함께 책무와 작업을 구분하여

각 기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무로 5단원을 설정하

였다. 1차시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 방식과 직업

의 특성에 관한 안내를 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17차시

에 대한 총 102시간을 5단원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VMD 관리 책무에 포함되는 패션 아이템 관련 교육은

전시 방법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뤄

지도록 교재가 구성되었다. 전반적으로 <Fig. 3>에서 분

석된 공동 책무 작업 내용을 교육 전문가와 산업체 관리

자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재는 출판되어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였으며, 각

차시별 수업 목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단

원은 <Fig. 3>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지목된 책무 작

업 내용을 중심으로 패션 시장 조사, 매출 관리, 매장 관

리, 인적 관리, 패션 아이템 관리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단원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산업체 관리자의 인

터뷰 내용을 토대로 샵 매니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주제

가 선정되었다. 각각의 주제별 단원은 교육 목적을 제시

하여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주요점을 제시하였다.

2) 교수 · 학습 과정안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본 프로그램은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

램과 관련된 5가지 핵심 이슈를 선정하여 102차시의 수

업으로 구성하며 차시별 교과 ·학습 과정안과 학습 활동

지 및 참고 자료, 과제, 활동 준비 자료(ppt, 학생 준비물)

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수업 진행 시 수업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

는 ‘수업 내비게이션’ 항목과 활용된 자료의 출처를 교

사가 파악할 수 있는 ‘출처 표시’ 항목 등을 제공해 교수

Table 2. Themes, chapters, & learning goals

Section Theme  Chapter Unit Learning goals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the curriculum 1

Fashion

market

research

1) Korean fashion

research

2) World fashion

research

3) Future fashion

research

(1) Fashion market research

(2) Domestic fashion market scale
2

To analyze Korea's fashion market and

scale.

(1) World fashion market status 3
To conduct research on world's fash-

ion market.

(1) Investigating future fashion information

(2) Future fashion branding research

(3) Future fashion technologies

4
To anticipate future fashion informa-

tion and technology.

Sales

revenue

management

1) Product manage

2) Division of

sales process

3) Computer

program

implementation

(1) Opening and closing the sale 5 To understand the sales process.

(1) UBI POS main screen

(2) UBI POS opening / closing work

(3) UBI Force sales registration

(4) UBI Force sales analysis / other work

6
To use computer programs in perfor-

ming revenue related tasks.

Store

management

1) Customer service

management

2) Sales &

troubleshooting

management

3) Manage visitor

interaction

4) Phone & email

business

(1) The attitude of employees by service stage

(2) Diamond service

(3) Living stores & Dying stores

7
To understand the employee's level of

service by stage.

(1) Effective sales management

(2) Customer complaint & claim

(3) Post-sales customer service standard

8
To effectively manage sales and res-

ources.

(1) Attitude (2) Personal happiness

(3) Uniform (4) Hairstyle (5) Make-up

(6) Nail (7) Accessories

(8) Customer service skill

(9) Complaint customer response

9
To be able to serve customers effect-

ively.

(1) Telephone service

(2) E-mail service
10

To efficiently perform phone calls and

e-mai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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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교사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는 제

3단원의 교수 ·학습 자료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4. 프로그램의 실행(Implementation)

경기도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샵 매니저를 직

업 역량 강화 교육을 희망하는 70명을 대상으로 102차

시에 대한 수업을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인 제1 저자가

진행하였다. 3학년 학생들 중 샵 매니저 직업 역량 프로

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 시간 이외

의 방과 후 시간에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여학생으로

디자인 경영, 마케팅 경영, IT 경영 전공의 학생들로 구

성되었다. 방과 후 수업은 평일 3시간 및 토요일에 8시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과 후 3시

간씩 1주일에 2번 고등학교 교육 과정 17주를 기본으로

하여 102시간을 운영했다.

기존 고등학교-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의 한계점에는 고

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취업 연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의 개발에 앞서 기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하여 예비

취업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무 교육을 고

등학교-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5. 프로그램의 평가(Evaluation)

수업 실행 후 참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이 수업

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습의 평가 문항인 ‘프로

Table 2. Continued

Section Theme  Chapter Unit Learning goals

Human

resource

management

1) Job management

2) Employee

training

management

(1) Store management (2) Manager job

(3) Sample of various forms
11

To be able to train employees accord-

ing to circumstances.

To understand the communication me-

thods and selling manners.

(1) Introduction method according to situation

(2) Instructions (3) Communication method

(4) Expression management

(5) Personnel law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6) Attention stance (7) Kind of greeting

(8) Greeting procedure

(9) Training of customer response manners accor-

ding to age

(10) Partial education and welfare

12

Fashion

item

management

1) Bag item

management

2) Shoe item

management

3) Hat item

management

4) Watch item

management

5) Bracelet item

management

(1) Terms for handbag parts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ags

(3) Warranty card

13

To understand the terms for different

parts of a handbag.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s of

bags.

To be able to differentiate different wa-

rranty cards.

(1) Characteristics of shoes

(2) Types and composition of male shoes

(3) Types and composition of female shoes

(4) Leather processing method

(5) Product storage management

14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

tics of the shoes.

To learn how to store shoes.

(1) Structure of the hat (2) Elements of the hat

(3) Types of the hat
15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

tics of hats.

To understand the components of a hat.

(1) Type of watch (2) Composition of watch

(3) Function of watch

(4) How to manage watches

(5) Band management method

16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

tics of watches.

To understand how to manage watches.

(1) Types of bracelets

(2) Bracelet storage and precautions

(3) Leaning corner

17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

tics of bracelets.

To be able to manage and care for the

brace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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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ac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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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통해서 샵 매니저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많아졌

다’는 평균값이 4.50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동기 유발

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학습의 행동 평가

문항인 ‘나는 이번에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포트폴리오나, 자기

소개서,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

다. 아울러 행동 평가 질문에서 ‘샵 매니저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배운 학습은 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의

항목에서는 평균값이 4.16으로 샵 매니저 프로그램 학습

을 통해 타 교과에서도 상생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 결과 평가 문항인 ‘수업 시간에 투자한 시간

과 노력 대비하여 내가 얻은 것은 더 많다’라는 항목에

서도 높은 만족도가 나왔고 ‘이 수업을 후배들에게도 추

천할 것이다’라는 항목 역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

냈다.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는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출 과정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그 결과,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는 4.76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1.00이고, 평정자

간 일치도(IRT)는 1.00이였다.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는 각 문항에서

4.6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내용타당도 비율

은 1.00이고, 평정자 간 일치도는 1.00이였다(Table 4).

V. 결 론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샵 매니저를 고

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샵 매니저 직업 역량 강화 관련된

직무 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AD-

DIE 교수 체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샵 매니저 직

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은 샵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

는 패션 산업체 요구와 의류 관련 교육자들의 분석, 설

계 과정을 통하여 5개 단원으로 개발되었다. 5개 단원으

로 구성된 내용을 총 17주차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여 진

행하였다. 학습은 각 차시별 교육 목표와 교수 ·학습 지

도안을 제공하여 동일하게 2개 학급이 진행되었다. 모든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습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당

수의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이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취업 시 필요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준비 등

과 같은 부분에서는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

를 보였다. 한편, 샵 매니저 프로그램을 학습하면서 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통해 타 교

과와의 상생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비하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결과를 분석해보면 프로그램 자체

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직무

역량 강화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 방안 전략을 공유함으

로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토

대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프

로그램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용 가능성을 제

고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교육에 실질적인 샵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

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무 위주로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 모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Table 3. Learning satisfaction assessment                                                   (N=70)

Questionnaire 1 2 3 4 5 Mean

1 Through the program, we gained more interest and knowledge about our shop managers. - - - 28 42 4.60

2
I can actively utilize the content of my experience (portfolio, self-help, employment prepa-

ration, etc.).
- 3 5 32 30 4.34

3 Learning from a shop manager program helped us to perform other tasks. - 3 9 32 26 4.16

4
There are more things I gained in preparation for the time and effort invested in the class,

such as improved skills, improved networking skills, and improved job competence.
- 3 10 31 26 4.14

5 I will recommend this class to juniors as well. - - 1 26 43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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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수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하여 고등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이드 역할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

에 있어서 학교-기업 간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교수

체제 개발 요소에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모

든 단계에 산업체 관계자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신속

하게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한다.

둘째, 교육 과정 개발 및 편성 ·운영에서 시대 변화적

흐름을 고려하여 전공 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해야 하겠다. 이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

른 직업 세계의 연계 측면에서 직업 교육 분야의 재구

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심화 학습, 현장 학습, 취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으로 다양한 활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셋째,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직업 관련 자격

증의 실질적인 효과와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각 기업

체에서 요구되는 직업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해

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증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

안도 검토할 수 있다.

차후에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으로 다양한 가

사 ·실업계 직업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고등학생들이 산업체에 입사 이후 적응 과정 및 직무 수

행 능력 등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야 할 것이다.

Table 4. Expert validity test on the shop manager job competency strengthening program

Sortation Question
Expert reaction

Mean CVR IRT
A B C D E

Evaluation

of the

modeling

Process

Suitability
Does the proposed model offer a suitable application for the

adoption of the shop manager job competency?
5 5 5 5 5 5.00 1

1

Propriety

Did the organization appropriately reflect the desired vendor

manager job enhancements in the company to derive the pro-

posed model?

5 5 5 4 5 4.80 1

Rationality
Does the organization reasonably reflect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business manager's job competency enhancement factor?
5 4 4 5 5 4.60 1

Logicality Was the proposed model logically organized? 5 5 5 5 5 5.00 1

Diversity

Has the organization comprehensively explored the compon-

ents of the merchant manager's job competency enhancements

to derive the proposed model?

4 4 4 5 5 4.40 1

Total 4.76

Evaluation

of the

Model

Validity
The model presents the job and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mployment and Job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5 5 5 5 5 5.00 1

1

Explanation

ability

The presented model provides an easy-to-understand descrip-

tion of the job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mployment

and Job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5 4 5 5 5 4.80 1

Understanding

The model presented is designed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e job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mployment and job

competence programs.

5 5 4 4 5 4.60 1

Usefulness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ful for the job and procedure

needed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capacity building prog-

rams.

5 5 4 5 4 4.60 1

Universality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d to design the employment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
4 4 5 5 5 4.60 1

Total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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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중 가사 ·실업

계 고등학교에서 전공 교육 과정과 기초 과목 등을 산업

체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 부분과 조율을 하면서 이를

교육 과정과 수행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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