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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enswear designers and the process of becoming a menswear designer expert through qualitative evalu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used ten
menswear designers with more than fifteen years of experience. After going through the University P IRB approval process,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individual in-depth face-to-face or video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rch 1, 2020 to March 31, 2021. From this qualitative stud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enswear designer job experience, four key themes were found: the competenc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ization process of menswear designers; the creative sensibility of menswear designers; the
uniqueness of menswear designers' work; basic education required for menswear designers. In order to find
additional meaningful implications using the visual analysis technique, we examined the primary vocabulary
using the word cloud technique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ocabulary using the network
graph. In the follow-up study, we expect to develop a material-oriented education program for new menswear
designers and to resolv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targeting a small number of experienced menswear designers.
Key words: Menswear designer, Characteristics, Specialization, In-depth interview; 남성복 디자이너, 특성,
전문화, 심층면담

I. 서

론

남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패션에 대
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져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
패션시장의 확대와 정장 위주에서 탈피한 다양한 캐
주얼 시장의 변화로 나타났다(Kim & Yum, 2010). 이
러한 패션에 대한 남성 소비자들의 점점 까다로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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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과 다양한 디자인 변화 요구에 맞춰 남성복 브
랜드들에게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브랜드의 진입과 가속화된 온, 오프
라인 유통 변화로 인해 국내 패션시장은 생존 경쟁의
혼란 속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패션시
장의 위기와 변화를 타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기획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 남성복 브랜드들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지속
적으로 이어가고 있다(Kim & Kim, 2019). 따라서 패
션기업의 끊임없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 까다로운 소
비자 취향과 패션트렌드를 접목할 수 있는 창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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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디자이너의 자질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조건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패션기업의 디자
이너는 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사고의 독창성을 가
지고, 정보를 축적하며 전문적 지식을 쌓는 의욕과 인
내심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내적 변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Lee & Lee, 2017).
이러한 다방면의 능력을 요구하는 패션디자이너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동향을 살펴본 S. Y. Kim(2019)
의 연구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본 총
456편의 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으며, 디자이너 작품의 디자인 특성과 미
학적 측면에서 여성복에 편중된 사례 연구들이 대부
분임을 알 수 있다. 국내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도 이영
희, 이상봉, 정구호 등 일부 디자이너에 편중되어 있기
는 마찬가지 상황이며, 그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 연구
가 대부분이다. 다각도로 변화하는 패션환경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남성복 디자인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남성복 디자이
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작품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디자이너의 실무 경험과 내면적인 측면을 파악
하기 위한 패션분야의 질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 또한 소비자 대상(S. Kim, 2019)이나 마케
팅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테라
피적인 측면(Ahn & Lee, 2018; Lee & Lee, 2019)과 패
션디자이너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디자이너에게 필
요한 역량(Jang, 2018)과 역할(Kim, 2012; Kim, 2005;
Park & Lee, 2010), 재교육(Ju, 2012; Park & Moon, 2010),
패션감각(Lee & Lee, 2018) 등을 알아보는 질적 연구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하지만 디자이너 개개인의 특
성을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본 질적 연구(Lee et al.,
2020; Oh, 2015, 2017, 2018)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고감도와 유
통 변화에 발맞춰 패션상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
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
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성복 디자이너를 대상으
로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이 연구는 기존의 패션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
았던 남성복 디자이너 개인의 세밀한 직업 경험이나 전
문화되는 과정을 탐색해 봄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남성
복 디자이너의 특성과 남성복 패션디자인 분야의 전문
화 과정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
는 패션전공자들의 취업 진로 준비를 위한 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남성복 디자이너의 기초 교육과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 패션시장의 흐름과 남성복의 특성
얼굴, 체격, 화장 등 타인을 지각하는 판단 기준인 외
모와 함께 의복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사회적 지위나
부를 상징하는 기준이 될 만큼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
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Kahng et al., 2012).
이러한 의복이 국내 성인 남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그 시장이 커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
이다. 1960년대 중반의 맞춤복 전성기에서 197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로 기성복이 등장
했던 국내 남성복 시장은 1980년대 후반 대기업 중심
의 급속한 기성복의 대량 생산으로 남성 정장 시장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남성복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Jang, 2011). 1990년대에는 남성복 시장이 포멀에서 감
성 캐주얼 콘셉트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IMF를 맞아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IMF 이후에는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라인 세분화를 통한 고급화와 고가 라인을
런칭하는 남성복의 성숙기를 거치게 된다(Kim, 2008).
2000년대에 들어서 주5일근무제 도입과 성 역할의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가치 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들만이 소유했던 문화, 행동 양
식을 남성들도 함께 공유하며 남성복 전반에 캐주얼
경향이 확산되었다.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
어 2004년 메트로섹슈얼 열풍으로 보수적인 남성복
시장도 스타일의 감도와 디자인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가속화되었다(Kim, 2010; Kim et al., 2004).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남성 패션시장 변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남성 정장과 함께 남성 캐주얼 시장
으로 나누어 지고, 남성 캐주얼 시장은 캐릭터 캐주얼,
트래디셔널 캐주얼, 시티(어덜트) 캐주얼 등으로 다변
화되었다(Park & Lee, 2002; Yoon, 2009). 캐릭터 캐주
얼은 개성 있는 디자인과 고급 소재 사용으로 획일적
이고 딱딱한 형식의 정장을 거부하고 개성을 드러내
는 세련된 직장복을 입거나 퇴근 후 멋스럽게 입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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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20,
30대 남성들의 욕구를 수용하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
다. 트래디셔널 캐주얼은 연령에 제한 없이 유행에 크
게 좌우되지 않는 기본적인 의복으로 구성되어 편안하
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Kim et al., 2004). 30대 이
상의 도시적인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어덜트 캐주얼
(Park & Lee, 2002)은 백화점 유통 중심의 대기업과 함
께 다수의 중견 기업들이 가두 상권을 중심으로 유통
을 전개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남성 패션시장의
다변화는 정장을 대신하며 온, 오프 타임에 두루 착장
가능한 비즈니스 캐주얼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지속적
인 남성복의 질적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Kim &
Yum, 2010).
최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패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40조
3,228억 원으로 캐주얼 의류가 38.7%로 가장 비중이
높고, 스포츠 의류와 신발이 29.9%, 남성복 9.6%, 여성
복 6.6% 등으로 발표했다(Lee, 2021). 2000년대 초반
전체 패션시장 규모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
며 성숙기를 맞이했던 남성복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패션시장이 캐주얼 시장으로 통
합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Kim, 2020).
특히, 남성복의 감소 원인으로 직장 내 근무복이 자유
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젊게 입으려고 하는 중년 남성
들이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로, 실용적이면서 간편한 캐주얼풍 의복을 찾게
되는 현상이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Jeong, 2021). 따
라서 남성 패션시장은 신규 소비자 유입이 되지 않고,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 제고 성장과 함께
캐주얼 의류시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꾸준한 변화 시도가 필요한 시장이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감도와 유통 변화를 통합
적으로 분석해서 남성 패션시장을 유지, 발전시키며
남성 패션상품을 디자인해야 하는 패션디자이너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하며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패션디
자이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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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도 세분화되면서
패션디자이너의 역할은 판매 위주의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것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수직적 사고와 분야 간
의 통합을 위해 유연한 수평적 사고와 지식을 갖는 역
할로 변화되었다(Kim, 2012). Kim(2012)은 패션디자
이너에게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업에
서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전문가적인 패션디자인을 실
현하며, 상호보완적 대처 역할이 필요한 멀티플레이
어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환경 변화에 따라 패션디자이너는 통합적 사고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역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적 사고와 함께 내면 속의
가치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변함없이 요구되
고 있다(Kim, 2005).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이 된 국
내 패션환경에서 브랜드 정체성의 유지, 발전을 위한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혁신적 사고와 창조성, 디자인을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 등 통합적 리더로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Park & Lee,
2010).
패션환경의 변화와 함께 패션디자이너의 역할이 확
대, 변화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머천다이저와의 잦은
갈등에 대한 연구들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
패럴 업계 디자이너가 MD보다 직무 수행 시 역할 갈
등과 성장가능성, 부적절한 임금체계에 대한 스트레
스가 높고(Ha & Chung, 1999), 직무 관련 의사소통과
상향식 개방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유형의 패션
머천다이저와 일을 할 때 디자이너의 직무 만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패션상품기획 과
정에서 패션디자이너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고 역할
주도의식이 누구에게 더 있냐에 따라 디자이너와 머
천다이저 사이의 업무 주도권이 높은 단계에서 갈등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3).
Jang(2018)의 연구에서 디자인 분야는 타 분야에 비
해 조직의 중요한 성과 요소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역량 모델링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 더
욱 강조되므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패션디자이너의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모델링을 제안
하고 있다. Lee and Lee(2018)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2. 패션디자이너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다루어지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진 패션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패션전문
가의 전문성으로서의 ‘패션감각’에 대해 자신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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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여학생의 삶과 경험을 통해 부각되는 남성복 디
자이너의 고유한 직무 역량에 대해 통합적인 고찰을

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패션 관련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인 만큼, 패션과 관
련된 다차원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인별 감각 배
양이 가능하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접어들면서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시각화 역량보
다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획 역량,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에 관련된 역량이 더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다(Jo & Kim, 2019).
패션디자이너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
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패션디자
인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분야에도 높은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특히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상담, 심리, 의사소통 등과 같은 인간관계 지식이 미국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4)은 패
션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확장된 직무를 확인해 본
결과, 참여적 패션디자이너의 역할과 직무가 시스템
의 변화 속에서 디자이너의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패션기업
의 조직 유형에서는 디자이너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
입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므로 패션기업에
서는 이를 고려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hin & Soh, 2015). Lee(2003)가 국내 여성복 브
랜드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이너의 업무를 비교해 본
결과, 브랜드 유형별 표적시장, 내부 조직과 시스템 체
제,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
하며 수행 정도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디자이너의 업무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브랜드 유형 및 특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접
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디자이너 연구로, Oh(2018)는
패션전공자들의 패션창업이라는 진로 환경 변화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의 창업 경험구조와 성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방인
으로의 뉴요커의 삶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고(Oh,
2015), 그들이 일상적으로 선호하는 패션브랜드, 패션
감성, 소비 행동과 여가생활, 뉴욕의 패션교육 등을 심
층면접을 통해 알아보고 패션전공자를 위한 유익한
제언과 한국의 직장 문화 변화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Oh, 2017). Lee et al.(2020)은 인물사례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국내 남성복 분야의 패션전문가로 성장하

하였다.
Park and Moon(2010)은 패션 대기업과 국내외 교
육기관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 내 패션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히고 통
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패션디자이너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다. Ju(2012)의 연구를 통해 의
류 소재 교과 내용의 패션 실무 활용을 위해 패션산업
내 실무자들의 높은 재교육 요구도와 조건에 맞춰 섬
유 특성과 재료의 기초 지식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교
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패션디자이너의 전문성
전문성은 특정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
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자들
은 전문성이란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
해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전문성 [Expertise]”, 2008).
즉, 전문성이란 개인이 특정 분야에서 고도화된 지식
과 기술, 태도로 탁월한 성취를 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 경험을 통한 학습은 전문
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동인이 된다(Lee
& Oh, 2016). 패션기업에서 디자이너의 전문성은 예
술적 재능과 창의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잘 팔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며,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소비
자 라이프스타일과 심리 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13).
디자이너의 기본 자질이라고 일컫는 창의성이란 누
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능력으로 문제의 핵심을 발견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특
성이다(Guilford, 1970; Sternberg, 2004/2009). 특히
‘디자인 창의성’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디어를 새롭게 생각해내는 보다 깊이 있는 표현 능력
으로, 독창적이고 유용한 실용성이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Song, 2018). 패션시스템 속에서 패션디자이
너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창의성이란 동시대 패
션현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Lee & Kim, 2015). 따라서 패션디자이너에게 새로운
패션창조의 원동력이며 전문성의 필수 조건인 창의
성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 문화적인
차원까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고찰되고 개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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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에 대한 설명문을 연구대상자들에게 나누
어주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연구대상자들
에게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남성 정장, 캐릭터 캐주얼,
트래디셔널 캐주얼, 어덜트 캐주얼 디자이너 중 최종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션디자이너의 전문성은 기
업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디자인 창의성
과 함께 상품기획, 판매촉진 등의 능력들까지 통합적
으로 수행하는 디자이너의 전문성으로 요구되는 경향
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디자이너의 전문성이나 역할,
갈등, 재교육, 역량 모델링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영
역을 나누지 않거나 주로 여성복 디자이너를 대상으
로 이루어지고, 남성복 디자이너에 대해 그 특성을 살
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성복 디자이
너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변화되고
있는 패션환경을 이겨내고 통합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할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로 성장하려면 어
떻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개발시키고
전문가가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10명의 연구참여자는 남성 캐주얼 영역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남성 어덜트 캐주얼 6명, 남성 정장 2명, 여성
복과 남성 트래디셔널 캐주얼 1명, 소재디자이너 1명
으로,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개인별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방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까지 연구참여자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
리 준비하여 그 질문을 기준으로 대면면담이나 화상
면담을 통해 약 60~90분간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면담 시
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녹
음 가능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다.
전체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
였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필기를 병행하며 진행
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공식적인 면담은 개인당
1회를 기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에서 부족한 사
항을 보완하기 위한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
여자의 상황에 따라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용에 대한 보강면담은 전화 통화 또는 SNS 메신저,
이메일을 통한 보강 자료를 받아 진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P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현재 국내
남성복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기간이
1년 이내이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0명의 남성
복 디자이너이다. 연구참여자 선정방법은 서울과 부
산 소재 남성복 브랜드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 공고를
의뢰하여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보내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직접 연락이 오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de

Career

Position

Major career

A

26 years

Chief designer

Men's casual

B

21 years

Director

Men's casual & formal

C

20 years

Chief designer

Men's casual

D

19 years

Chief designer

Men's casual

E

20 years

Representative (startup)

Material designer

F

15 years

Senior designer

Men's casual

G

21 years

Chief designer

Women's wear & men's casual

H

26 years

Chief designer

Men's formal

I

15 years

Senior designer

Men's formal

J

25 years

Chief designer

Men's ca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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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mi-constructed questions

No.

Types

1

Introductory questions

Questions
• Motivation to choose a fashion major
• Work experience, brand characteristics
• Competency required to work in menswear for more than 10 years
• What skills need to work longer
• Creative sensibility required for menswear designers

2

Main questions

• Personal know-how to improve creative sensibility
• How to improve creativity in a company or team
• Competencies required for new menswear designers
• Fashion education necessary for the rapidly changing fashion industry

3

Other questions

• Who has influenced you the most at work?
• What is the most memorable event or situation?

IV. 연구결과 및 고찰

자료 분석은 수집된 면담 자료들에 대한 고찰을 통
해 남성복 디자이너의 특성을 알아보는 질적 연구와
고찰된 어휘들의 범주화 작업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남성복 디자이너로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특성에 대한 어휘들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는 양
적 연구를 병행하는 통합 연구로 진행하였다. 심층면
담을 마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전사하여 자료화하
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류학
전문가, 통계분석가, 질적 연구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다. 참여자 검토(member
checks) 방법을 사용하여 전사 자료를 연구참여자에
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자료 내용에서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최종 전사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고 개방코딩(open coding) 방법을 사용하여
어휘 자료를 분류하며 개념(concept)을 찾고 코드를
부여하는 ‘개념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앞서 개념화된
코드 어휘들을 서로 비교하며 범주(category)를 형성
하는 ‘범주화’ 단계를 거쳤다(Oh et al., 2016). 개념화
와 범주화를 통해 추출된 어휘 자료들의 객관성을 확
보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양적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 4.0.5를 이용한
Word Cloud 기법에서 나타난 시각화를 통해 그 분포
를 파악하고, Network 그래프에서 펼쳐진 어휘들의 분
포 특성을 통해 어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1. 연구참여자들의 남성복 디자이너 경험에서
나타난 특성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0명의 연구참여자들과
남성복 디자이너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
된 면담 자료의 코딩과 재구성을 통해 나타난 남성복
디자이너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성복 디자이너 전문화에 필요한 역량

연구참여자들은 10년 이상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
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감성을 유지하며 긍
정적인 열정과 호기심, 끈기로 유연한 설득력과 통찰
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0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건 유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는 긍정적인 성향,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후배나 선
배들에게도 자극을 받고, 본인 생각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긍정
적 사고 . 생각이 고여있으면 안되는 거죠. 디자인은 설득과 이해
와 공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남성복에 10년 이상 근무하려면 일에 대한 호기심과 스스
로 탐구하는 분석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열정은 있되, 경력이
쌓여 가는 것에 대한 인내심도 필요하죠.”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디자이너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직시하는 직관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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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소비자 분석도 필요하다. 이는 패션에 관련된
간접 경험으로,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직, 간접적인 체
득을 통해 패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Lee & Lee,
2018)고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역량으
로 새로운 디자인 개발과 동시에 사회 변화를 감지하
고 소비자 요구를 식별해서 수용하는 머천다이저의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연구들(Kim, 2002; Moon
& Park, 2010)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과 판단력이 예술적
창의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들과 생각을 맞추
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손잡고 끌어가야 하니까. 끈질긴 설득
력, 남을 설득하기 위한 지구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
자 J, 1차 면담)
“예술 작품이나 여행을 통한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창의성
개발도 중요하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일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 창의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
해요.” (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2)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성

연구참여자들은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성
향상을 위해 시장조사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많이 보
고 영감을 받아 축적된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 획득에 필요한 경험은 그 양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다수의 연구들에서 언
급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을 개념화 시켜 문제해결
을 위한 인지작용과 행동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Lee & Oh, 2016).

“시장조사라는 게 한 번 본다고 다 보이지 않지만, 특히 남성
복은 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꾸준한 시장조사와

“남성복은 지금까지의 판매 흐름과 트렌드를 적절히 믹스

‘많이 보는’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창의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분석하는 데이터적인 분석 능력이 여성복보다는 필요한

매장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에서 디자인이나 기획에 접목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1차 면담)

기도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어패럴 디자이너라면 고정고객, 매니아층이 원하는, 고객

C, 2차 면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디자인과 트렌드를 제안해 줄 수 있어

“저는 감성을 위해서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는 걸 하니 돈이

야겠죠.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트렌드를 접목하되

많이 들어요(웃음). 어덜트 남성복을 하더라도 여성복, 컨템 브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아 판매 분석 수치에

랜드도 보고, 그냥 많이 보는 거죠, 쇼핑처럼(웃음). 전시회나 핫

서 읽히지 않는 것을 분석해야 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차

한 공간도 가보고. 많이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 보고. 그렇게 감

면담)

성을 키워서 창의성을 키우는 거죠.” (연구참여자 G, 2차 면담)

“정장 디자이너는 제품 하나하나보다 구성이 중요한 MD적

“신입들의 창의성은 갇혀있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

인 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 실장님이 “정장 디자이너는

이고, 연차가 쌓인 사람들의 창의성은 접목하고 실현가능한 창

‘엠자이너’다. MD의 감성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셨죠(웃음).“

의성을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

(연구참여자 I, 1차 면담)

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가능한 창의성인거죠.” (연구참여자 F,

“경력이 쌓일수록 필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1차 면담)

MD 자료를 분석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

독창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비현실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신입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위한 ‘많이 보기’
와 많은 경험의 축적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의 ‘많
이 보기’는 그 질적, 양적인 차이를 구분해서 볼 필요
가 있다. 여기서 ‘많이 보기’란 단순한 시각적 행동이
아니라 기억이나 내면화된 대상에 대해 시각화 방안
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사고한다(Lee & Lee, 2018)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패션디자이
너의 창의적인 감성에 동반되는 자기주도적인 서칭과

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노련한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 하구요.” (연구참여자 H, 1차 면담)
“공장에 가서 실을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원단이 어떻게 만들
어졌는지 오랜 경험치를 통해서 알쟎아요. 핏팅 모델을 통해서
실루엣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일반인보다는 더 감각이 있고 보
는 게 많다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구요.” (연구참여자 E, 2차 면담)

남성복 디자이너의 시장조사는 경쟁 브랜드 상품
이나 패션트렌드에 관련된 파악이 중요하지만 소비자
들의 취향 변화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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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역량, 트렌드를
브랜드에 맞게 재해석하는 역량, 혁신적인 소재나 기
술을 탐구하여 적용하는 역량인 ‘리서치 역량’(Jang,
2018)이라 할 수 있다.

와 유사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4) 남성복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남성복에 입문한 디자이너들이 갖
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는 호기심, 책임감, 센스, 관찰
력, 인내심 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 남성복 디자이너 업무의 독특성

연구참여자인 남성복 디자이너들은 여성복 디자이
너와 달리 디자인 요소 중에서 소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판매 흐름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남성복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아이템 담당으로 디자이너 업무
가 나눠지는 것과 달리 여성복은 스타일이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봉을 통해 실루엣을 잡고, 라인
담당으로 디자이너 업무를 분류하며 스타일 디자이너
와 소재디자이너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입은 ‘인내심, 책임감, 기억력’ 같은 기질이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J, 1차 면담)
“3년차 이하의 디자이너는 성실성, 호기심, 그리고 애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계속 자신을 계발해 나가는 게 필요하
죠.” (연구참여자 A, 2차 면담)
“급변하는 패션트렌드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센스와 관찰
력이 제일 중요하고, 대학 교육에서 배운 소재의 원론적인 수치
를 알아야 하는 것보다 실무에서 쓰고 있는 실질적인 소재 지식
이 필요하죠.” (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남성복은 실루엣의 변화가 여성복에 비해 적고, 남성복 디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입문
초반부터 소재 지식 및 역량 관련 기초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패션기업
에서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연차에 따른 재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Moon & Park,

자이너는 신소재 개발, 조직 개발 등 소재디자이너의 역할을 겸
하고 있죠.” (연구참여자 D, 2차 면담)
“정장은 주된 업무가 소재 개발이다 보니까 트렌드에 기능
적인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소재 안
에서 재현할 수 있는 외관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적절하게 소

2010). 이는 패션기업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활용도와 재교육 요구도에서 의류 소재분야가 높게
나타나는(Ju, 2012)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소재 관련 실무 교육에 대한 필요
성을 언급하며 기초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
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 개발하는 재미도 있으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I, 1차 면담)

10년 이상의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
해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에서 소재 지식을 쌓아 남성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복은 남성복을 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매력이 있어요.

“소재로 시즌 구성을 해서 소재 기획을 하는 거죠. 이번 주는

소재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변화를 느끼지

어덜트 남성복을, 다음은 캐주얼 남성복을 기획해 보고. 원단업

못하지만, 만든 저희들은 그 미묘한 부분의 차이에서 기뻐하고

체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소재를 제공받으면 더 좋구요. 시즌

잘못됐구나, 좋구나 하고 느끼죠.” (연구참여자 J, 1차 면담)

성을 맞춰 어떤 시즌에 어떤 두께로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상상

“남성복 디자이너는 여성들이 많지만 프릴이 달린 요란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죠. 시즌성을 기초로 소재

옷을 입는 디자이너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테일

작업을 해야되니, 결국 많이 봐야 하는 거고. 시장조사의 중요성

러링이 떨어지는 재킷을 좋아하는 기호성의 디자이너들인 것

도 일깨워 주고.” (연구참여자 G, 2차 면담)

같아요.” (연구참여자 E, 1차 면담)

“배우는 드라마 배역이 바뀌면서 이미지도 바뀌니까, 콜라
주처럼 사진을 활용해서 그 안의 스타일 분석을 하는 거죠. 바꾸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는 적은 변화에도 예민
한 남성 소비자 특성에 맞춰 세밀한 관찰력을 가지고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용 능력과
소재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한 Lee et al.(2020)의 연구

고 싶은 이미지를 제안하고, 역할과 스타일 분석을 해보라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옷만 디자인하는 게 아
니니까 스타일링으로 스타일리스트의 개념도 가져오는 거죠.”
(연구참여자 B, 2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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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기술을 통해 추출된 어휘들의 의미 있는 카테고리
를 찾아내고 그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남성복 관련 소재 코디네이션이나 스타일 코디네
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패션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남성복에 입문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소재 지식과 창의적인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패션기업에서 고려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은 선택 어휘들 사이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 대해 시각
적으로 표현한 Network 그래프를 살펴봄으로써 전문
적인 남성복 디자이너 특성에 대해 추출하였다. 선택
어휘들 사이의 원은 어휘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나타
내며,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지지도가 크고 원의 색 농도
가 진할수록 향상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서
로 간의 신뢰도를 나타내며, 쌍방향으로 있는 경우는
신뢰도가 보장되는 연관 어휘로 볼 수 있다.
남성복 디자이너에 대한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4가
지 핵심 내용에 대한 Word Cloud와 Network 그래프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키워드의 Word Cloud <Fig. 1>을 살펴보
면, 소재(23), 설득력(16), 분석력(14), 경험(14), 감성
(10), 인내심&끈기(6), 자신감(5), 호기심(5), 유연성
(5), 긍정적(5), 열정(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는 소재 감성 향상을 위한 실
무 경험과 분석적인 설득력, 유연성 등의 전문적인 역
량과 호기심, 인내심, 긍정적인 열정 등의 자질도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성에 대한 선택 어휘들의 연
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네트워크 그래프 <Fig. 2>
를 살펴보면,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성은 ‘통찰력’
과 ‘분석력’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이루며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통찰력’을 중심으로 ‘마인드컨트롤’

2.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키워
드와 연관성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
과,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화 과정에 필요한 역량과
창의적 감성, 남성복 디자이너 업무의 독특성, 남성복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 등의 4가지 핵심 내용
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는 것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량적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정
형적인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에서
Word Cloud와 Network 그래프 기법을 활용해 살펴보
았다.
먼저, 면담 전사 자료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
이터인 어휘들을 추출하여 시각화한 Word Cloud 기법
을 실시하였다. 글자 폰트가 큰 것은 빈도가 높고 중심
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마이

flexibility
persuasive power

patience
intuition

positive mind

analytical power
md perspective

insights
passion

mind control

Fig. 2. Network of associations between professionalism associated vocabularies.

Fig. 1. Word Cloud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menswear designers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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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트렌드’, ‘시장조사’, ‘많이 보기’를 중심으로 높은

과 ‘MD적 시각’이 쌍방향으로 신뢰가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긍정적 마인드’와 ‘열정’이 유용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력’은 ‘직관
력’과 ‘끈기’가 쌍방향으로 신뢰가 높은 연관성을 나
타내고 있다. ‘유연성’과 ‘설득력’은 별도로 고립된 키
워드 그룹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성
은 패션디자인에 대한 지식, 기술, 감각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사명감, 열정, 끈기, 자신감 등의 핵심
적인 요소로 확장되어 해석되며 유연성, 직관(통찰
력), 문제해결 전략(분석력) 등의 능력으로 높은 수행
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Lee & Oh, 2016)의 의미를
가지며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므로 지
속적인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성에 대한 연
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키워드의 Word Cloud
<Fig. 3>을 살펴보면, 소재(44), 컬러(34), 디자인(28),
시장조사(20), 경험(14), 관심(13), 접목(13), 감성(9),
여행(6), 자연(4), 전시회(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성 개발은 소재, 컬
러, 디자인의 순으로 중요하며, 시장조사를 토대로 한
소재 교육의 필요성과 여행, 전시회 등 다방면에 대한
관심과 경험의 감성적인 접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성에 대한 선택 어휘
들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네트워크 그래프
<Fig. 4>를 살펴보면,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성

연관성을 보이며 몇 개의 소그룹으로 연결고리를 형
성하고 있다. 창의적 감성을 쌓아나가는 방법인 ‘영
감’, ‘접목’, ‘전시회’, ‘감성’, ‘관심’이 하위 요소로 연
관되면서 ‘많이 보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
조사’는 ‘데이터 축적’, ‘브레인스토밍’, ‘코디네이션’
과 동시에 언급되는 가능성이 높은 연관성을 가진 어
휘임을 알 수 있다. ‘트렌드’는 ‘컬러’, ‘소재’, ‘실현가
능한 창의성’과 동시에 언급되는 연관성을 보이고 있
다. 세 가지 소그룹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쌍방향으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이 보기’는 시장조사와 다양한 감
성을 불러일으키는 전시회 관람, 트렌드 분석을 통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영감을 받아 축적된 풍부한 데
이터를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기법으로 새로운 아이디
어를 이끌어 내고 접목한 창의성을 실현하는 과정임
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성복 디자이너의 독특성에 대한 키워드의
Word Cloud <Fig. 5>‒<Fig. 6>을 살펴보면, 남성복은
소재(14), 실루엣(7), 디자인(6)의 순으로, 여성복은 스
타일(14), 디자인(11), 소재(8), 실루엣(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디자인은 소재기획에 중점을 두어
완성하는 특성이 있고 조직 내 유기적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복 디자이
너는 가시적인 제품 스타일, 디자인, 실루엣과 트렌디
한 패션감성 표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남성복 디자이

brainstorming
coordination
product
composition

data accumulation

inspiration

emotion

market research
experience
view a lot
grafting
materials
color
trend

exhibition
realistic
creativity

intrest

Fig. 3. Words Cloud of creative sensibility
of menswear designers.

suggestion

Fig. 4. The network of associations between
creative sensibility associated vocabu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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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ord Cloud of characteristics
of menswear designers.

Fig. 6. Word Cloud of characteristics
of women's wear designers.

너는 업무 흐름의 조직적 연결성과 섬세하고 창의적
인 발상력을 통해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의 미세한 차
별화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남성복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에 대
한 키워드의 Word Cloud <Fig. 7>을 살펴보면, 소재 교
육(11), 시장조사(10), 원단(8), 실무(7), 분석력(7), 실
습(6), 스와치(4), 경험(3), 호기심(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복 디자인 교육에서 소재 지식이 필수적이
므로, 디자이너들을 위한 실무적인 기초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소재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성복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에 대한 선
택 어휘들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네트워크

그래프는 <Fig. 8>과 같다. 남성복 디자이너에게 필요
한 기초 교육은 ‘소재 교육’을 중심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미래
비전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로서 ‘열정’과 ‘관심’은 ‘소
재 교육’과 쌍방향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분석
력’, ‘경험’, ‘마케팅’, ‘실무’, ‘시장조사’는 소재와 관
련된 지식을 쌓아가야 할 남성복 디자이너의 기초 교
육으로 ‘소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각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패션기업에 종사하는 디
자이너와 상품기획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류학 전공과목의 실무 활용도 및 재교육
요구도에서 모두 의류 소재분야가 높게 나타난 연구
(Ju, 2012)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marketing
patience

analytical power

practice

material education
experience

attention

passion

market research

Fig. 7. Word Cloud of basic education required
menswear designers.

Fig. 8. The network of associations between for
menswear designer's basic education
associated vocabu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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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성
에 대한 연관성 네트워크 그래프는 ‘트렌드’, ‘시장조
사’, ‘많이 보기’를 중심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
다. 창의적 감성을 쌓아나가는 방법으로 ‘많이 보기’
가 중심을 차지하고 ‘영감’, ‘접목’, ‘전시회’, ‘감성’,
‘관심’이 하위 요소로 연관되어 있다. ‘시장조사’는 ‘데
이터 축적’, ‘브레인스토밍’, ‘코디네이션’과 동시에
언급되는 가능성이 높은 연관성을 가진 어휘로 나타
났다. ‘트렌드’는 ‘컬러’, ‘소재’, ‘실현가능한 창의성’
과 동시에 언급되는 연관성을 보이며, 세 가지 소그룹
들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이는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성은 소재, 컬
러, 디자인의 순으로 중요하며, 시장조사와 소재 교육
의 필요성과 함께 여행, 전시회 등 다방면에 대한 많이
보는 관심과 데이터 축적으로 감성적인 접목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Word Cloud 기법으로 살펴본 남성복 디자이
너의 업무 독특성에 대한 키워드는 ‘소재’, ‘실루엣’,
‘디자인’, ‘집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복 디자인은
스타일과 실루엣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남성복 디자인
은 소재 기획에 중점을 두어 완성하는 특성이 있고 조
직 내 유기적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남성복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에
대한 키워드는 ‘소재 교육’, ‘시장조사’, ‘원단’, ‘실무’,
‘분석력’, ‘실습’, ‘스와치’, ‘경험’, ‘호기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디자이너의 기초 교육에 대한 네트
워크 그래프는 ‘소재 교육’을 중심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신입 디자이너의
비전에 대비하는 자세로서 ‘열정’과 ‘관심’은 ‘소재
교육’과 쌍방향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분석력’,
‘경험’, ‘마케팅’, ‘실무’, ‘시장조사’는 소재와 관련된
지식을 쌓아야 할 남성복 디자이너의 기초 교육으로
‘소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남성복 디자인 교육에서 소재 지식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므로, 디자이너를 위해 실무 지식 함양
과 창의적인 감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소재
심화교육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기
초 자료로서의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남성복은
유기적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가 중요하며, 그 속에
서 창의적인 감성 개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실무적

이 연구는 국내 남성복 디자이너로 15년 이상의 경
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인터뷰를 통
해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의 특성과 전문가로 성
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탐색 결
과 나타나는 중심 어휘들의 특성과 어휘들 간의 연관
성을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남
성복 디자이너의 전문화 과정에 필요한 역량과 창의
적 감성, 남성복 디자이너 업무의 독특성, 남성복 디자
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 등의 4가지 특성으로 나타
났다. 먼저, 10년 이상의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연한 설득력과 통찰력이
기반이 된 분석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는 디자인 감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많이 보기’를 기반으로 트렌드와 시장조
사를 함으로써 전문성의 가장 핵심인 실현가능한 창
의적인 감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를 활용하
는 능력도 요구된다. 남성복에 입문한 디자이너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는 호기심, 책임감, 센스, 관
찰력, 인내심 등과 함께, 입문 초반부터 소재 관련 기초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정형적인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Word Cloud
와 Network 그래프 기법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Word
Cloud 기법으로 살펴본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성에
대한 어휘는 ‘소재’, ‘설득력’, ‘분석력’, ‘경험’, ‘감성’,
‘인내심&끈기’, ‘자신감’, ‘호기심’, ‘유연성’, ‘긍정적’,
‘열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
에 대한 선택 어휘들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통찰력’과
‘분석력’을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통
찰력’은 ‘마인드컨트롤’과 ‘MD적 시각’이, ‘분석력’
은 ‘직관력’과 ‘끈기’가 쌍방향으로 신뢰가 높은 연관
성을 나타내고, ‘유연성’과 ‘설득력’은 별도의 연관 그
룹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는 소재
감성 향상을 위한 직무 경험과 MD적인 시각과 마인드
컨트롤로 분석하는 통찰력, 직관력과 끈기 있는 분석
력, 유연한 설득력 등의 전문적인 역량과 호기심, 인내
심, 긍정적인 열정 등의 자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성복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성에 대한 Word
Cloud의 키워드는 ‘소재’, ‘컬러’, ‘디자인’, ‘시장조사’,
‘경험’, ‘관심’, ‘접목’, ‘감성’, ‘여행’, ‘자연’,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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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의가 있다. 둘째, 남성복 디자이너의 전문화 과정
에서 소재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되
므로 실무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소재 심화 창의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소수의 중견 남성복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제한한 한
계점이 있다. 다양한 연차의 연구대상자 수를 확보하
여 남성복 디자이너 연차별 특성 비교 및 남성복 영역
별 디자이너 특성 비교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남성복 디자이너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한 연차별, 영역별 차별화된 전문화
와 창의적인 감성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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