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수업 혁신 포트폴리오 최종 보고서 양식 

Teaching Portfolio 

1. 교과목 개요 

학수

번호
60000029 분반 1 교과목명 P-실무프로젝트

학점 3학점

수강대상 및 인원 3학년/22명

수업만족도 

(강의평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여부

포함(  O  )

제외(      )

시간 3시간

관련 핵심

역량

 협업봉사(20)% 비전도전(20)% 의사소통(  )% 정보문해(30)% 문제해결(30)% 세계시민(  )%

1. 6~7인으로 구성된 각 조별로 진행이 됨으로 각 조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2. 본 교과목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며, 창업에도 도전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비전

에 대한 도전이 중요합니다.

3. 학생들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런 정보들을 프로젝트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정보 문해가 중요합니다.

4. 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

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문제해결 능력은 취업 시에도 중요한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교육

목표

  본 수업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션산업실무에 관한 간접경험으로 산업체 및 업무에 대한 이해력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산업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4. 학과 홍보 효과(Instagram),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학교와 학과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

양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

1. 패션산업체에 맞춘 패션 업종별 통합 프로젝트입니다(브랜드개발과 상품·마케팅기획, 

디자인개발 및 상품개발). 

2. 실무 맞춤형의 다교과적 융복합 프로젝트입니다(패션마케팅, 패션리테일링, 패션디자

인, 패션테크롤로지, 상품제작 등 ) 



                                                  

 

3. 패션영역을 확장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대학의 패션관련학과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남성복과 아웃도어 의류 및 Shoes와 Bag 브랜드 개발을 통해 남성복업체와 아웃도

어업체 및 Shoes & Bag 업체로 취업이나 창업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입니다.

4. 판매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시장에서의 상품성을 실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5. 산업체 전문가 특강을 통해 산업체의 현황과 직무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특강 4회).

교수

방법

1. 일반적으로 학과에서의 교과목들은 서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데, 본 수업

에서의 혁신성은 패션디자인학과의 과목 중 핵심과목인 패션마케팅과 패션리테일링 및 

패션디자인 과목을 융합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2.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디자인 개발, 상품제작)

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전 업무 과정을 알게 되었고, 시장조사와 샘플들을 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감각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재무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이 실제 패션재무관련 실무를 

배워 재무 및 영업계획, 손익분기점 계획, 홍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여다는 점입니다.

3. 패션관련 소프트웨어(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텍스프로 등)를 활용하여 패션관련 내용

들을 시각화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인디자인을 활용하여 아트 북 형식의 포트폴리오

를 제작하여 타 학교와의 차별화된 폴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폴트폴

리오는 취업 시 활용할 수 있게 내용을 지도하였다는 점입니다.

3. 전문가 특강(메가트렌드 특강, 남성복 특강, 클라우드 펀딩 특강, shoes & bag 일러스

트레이션을 활용한 도식화 그리기 특강)으로 학생들이 실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

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e-P : P학기에 대한 수요조사와 문제점 조사, 남성복과 Shoes & Bag을 주제로 각 조

별 브랜드 런칭(각조별 SNS개설), 현장투어, 산업체 특강, 샘플제작업체 조사, 제품생산 

공장조사, Look book 제작을 위한 촬영스튜디오, 모델 섭외, 인쇄소 조사, 인턴업체 섭외

- 패션 산업체와 같은 운영체계로 마케팅 부서와 디자인 부서로 나누고 화, 목요일은 패

션마케팅 지도, 월, 수요일은 패션디자인 지도, 금요일은 패션마케팅 부서와 디자인 부서

의 협업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매주 발표 시 동료평가와 지

도교수 평가가 이루어진다.

- 1주차 :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전략 기획/ 특강

  2주차 : 디자인 개발

  3주차 : 상품 개발 및 시제품 샘플 제작

  4주차 : 결과물 홍보전략 및 시제품 촬영, 폴트폴리오 작성 및 편집, 결과물 Competition

- Post-P : Look book 제작, 결과물 홍보, 창업, 장학금 지불



                                                  

해당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본 수업의 교육혁신기여도 및 학생들의 역량 향상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수업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브랜드개발과 마케팅기획에 대한 전 과정  

을 지도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정을 피상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워크시트

지를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마케팅기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실무 감각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 디자인 개발 과정을 통해 디자인의 라인업을 만들어보고, 실제 디자인과 소재 선택을 

위해 시장에서 소재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소재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상품 제작을 위하여 학생들은 시장의 샘플실을 조사하고, 상품 샘플들이 원하는 디자

인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디자인대로 샘플이 나오기 위해선 어

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샘플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패션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여 결과물에 대한 폴트폴리오를 만들고, 감성적인 폴

트폴리오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배우고, 이를 통해 폴트폴리오 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제작된 폴트폴리오는 학생들의 취업 시 활용함으로써 취업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수업 자료)

1. 주교재는 연구자 개발교재 및 work sheets(김미영, 서성은), 실습샘플, 패션잡지, SNS 등 

2. 참고문헌

1) 이은영 (1999). 패션마케팅(2nd edition). 교문사.

2) 김문영 (2012). 패션상품기획실무. 와이북.

3) Bickle, M. C. (2011). Fashion marketing: Theory, principles, & practice. Fairchild books.

4) Brannon, E. L., & Divita, L. R. (2015). Fashion Forecasting: Studio Instant Access 

(4th edition). Bloomsbury Publishing USA.

5) Clodfelter, R. (2015). Retail buying: from basics to fashion. Bloomsbury Publishing USA.

6) Trasko, M. (1989). Heavenly soles: extraordinary twentieth - century shoes.

Abbeville Press.

7) Steven Faerm (2013). 패션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 디자인하우스.

8) 박주희 (2012). 패션디자이너의 도식화. 교문사.

9) Fashionary (2017). Fashionpedia: The visual dictionary of fashion design, 

Fashionary International Ltd.

10) Mini Miss Mia & Penter Yip (2016). Fashionary Bag Design: A Handbook for

Accessories Designers, Fashionary International Ltd. 

11) Jane Tynan & Lisa Godson (2019). Uniform: Clothing and Discipline in the

Modern World, Bloomsbury Visual Arts.   

12) 삼성디자인넷 및 기타 정보지.

13) Vogel, S., Schonberger, N., & Gordon, C. (2014). Contemporary Menswear : A 

Global guide to independent men’s fashion. Thames & Hudson.  

14) Leach, R. (2014). The fashion resource book: men. Thames & Hudson.



                                                  

 

15) Monica Botkier (2017). Handbags : A Love Story. Harper Design. 

16) Rodrigo Corral,  Alex French,  Howie Kahn (2017). Sneakers. Razorbill.

17) Aki Choklat (2012). Footwear Design. Laurence King. 

18) 엄소희. 장윤이 (2017). 패션상품디자인기획(개정판). 교문사 

19) 엄소희, 안민영, 이연지 (2019). 패션디자인 도식화 테크닉. 경춘사. 

20) 주디스 클락 (2012). 핸드백의 모든 것 : 시몬느 핸드백 뮤지엄. 난다. 

21) Meredith Etherington Smith (2014). The Secret History of the Handbag. Double –

Barrelled Books.

2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7). 핸드백 용어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3) Tomas Maier (2012). BOTTEGA VENETA : Art of Collaboration. Rizzoli.

24) Silvia Venturini (2012). FENDI BAGUETTE. Rizzoli.

25) Cally Blackman(2017), 맨즈웨어 100년(One hundred years of menswear), seedpost

26) Robert Leach(2014), Fashion resourse book: Men, Thames&Hudson

27) Doug Gunn & Roy Luckett(2014), 빈티지 맨즈웨어, Prunsoop Publishing Co.

* 참고문헌과 교재를 통해 마케팅 기회과정과 디자인 개발 과정, 디자인 개발 아이디어

에 활용할 수 있었고, 도식화 그리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 분석

1.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패션마케팅, 패션 리테일링, 패션상품기획, 크리에이티

브 패션디자인, 남성복 트렌드와 디자인, 컴퓨터 패션디자인, 기초 패턴 등의 수업을 수

강하여야 하나 모두 전공 선택이다 보니 모든 학생이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2. 학생들에게 1학기에 P-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개별 면담을 2회 

실시하여, P학기를 수강하는데 개인별로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설문지),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조를 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조는 6~7 명으로 구성

하고 관심분야에 따라 패션마케팅부서과 패션디자인 부서로 나눠 지도 하였습니다.

3. 학생들의 수요와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 중에

도 조별 상담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4. 학생들의 주 단위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졌고, 주

별 평가에는 학생들도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지는 별첨으로 첨가하였습니다.

5.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서 자기 성찰지 설문지를 통해서 이 과목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하게 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6. 프로젝트 결과 학생들 중 패션마케팅과 패션리테일링 과목을 미수강한 학생들이 있어 

개인적으로 지도하였고, 마케팅은 재무 회계 등에 대한 현실적 지식이 부족하여 이 부분

을 특별히 지도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소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 부분도 

특별히 지도하였습니다.

학업 성취 

평가 방법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매주 금요일날 결과발표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지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학업 성취 

평가 방법

 

1. 출석, 수업 참여도 및 SNS 활동  20%

2.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전략 기획 20%

3. 디자인 개발 20%

4. 상품 개발  및 시제품 샘플 제작 20%

5. 홍보활동 20%

  수강학생들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일지작성 및 제출(장학금 지급) (사이버 캠퍼스 참조, 별첨자료)

2. 재료비 신청서 작성 (법인 카드 및 정상 영수증) (사이버 캠퍼스 참조, 별첨자료)

3. 학교 로고 및 레터 참조 및 활용 (사이버 캠퍼스에 제공)

4. SNS 활동과 작업 동영상 촬영 (활동 모습 동영상 1주당 1번 이상, 

SNS 활동은 1주당 2번 이상), 추후 아르테크네에 제출할 영상편집 및 제출

5. 정규수업으로 출석 필수

6. 매주 ppt 발표 평가 (학생과 교수 모두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후 평가내용에 대한 

수정 사항을 수정(평가지 별첨)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1. 본 수업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브랜드개발과 마케팅 기획에 대한 전 과

정을 지도 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정을 피상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워크 

시트지를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지도하였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과정을 지도하여, 이것을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제작된 상품을 촬영

하여 홍보까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와 특강이 이루어졌고 이런 특강에 대한 설문지 

평가를 통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에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3. 학과 과목들간의 통합과정으로 각 교과목을 종합하여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

습니다. (패션마케팅 관련 과목과, 패션디자인 관련 과목, 패션테크롤로지 관련 과목 등)

4. 학생들의 주 단위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졌고, 주

별 평가에는 학생들도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지는 별첨으로 첨가하였습니다.

5. SNS 활동과 작업 동영상 촬영 (추후 편집하여 활동 모습 동영상 1주당 1번 이상, SNS  

활동은 1주당 2번 이상)을 하여 학과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성적에 10% 반영하였습니다.



                                                  

2. 주차별 수업내용

▣ 1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기획 진행 및 디자인 개발 진행

주차 

학습성과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전략기획 

1) 브레인스토밍과 브랜드개발, 

2) 환경 조사 및 분석

3) 타켓 소비자 조사 및 분석

4) 산업체와 시장 조사 및 분석

5) 재무관리

6) 브랜드 개발수정, 브랜드 포지셔닝, 유행분석,

7) 4P전략, 판매가격 책정 및 연도별 매출목표액 계획

8) 1주차 프로젝트 결과 발표

1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예습)

1. 브래인 스토밍을 통한 브랜드 개발

2.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기획

3. 1주차 프로젝트 결과 발표

1. 브래인 스토밍 하기

2.. 워크시트지 준비하고

자료 조사하기

3. 작업일지 준비하기

4. 1주차 프로젝트 결과 

발표 평가지 준비

5. 활동일지  준비하기

60~12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특강 수강 후 특강만족도 질문지 작성

- 조별진행과정 논의

- 브랜드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및 

List up

- 브랜드 개발 및 상품 기획 관련 워크시

트지 작성

- SNS 활동계획

- 환경과 소비자 조사  

- 지도에 따른 보완 및 수정 작업

-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한 시트지 작성

- 산업체 및 시장 조사, 브랜드 개발 전략  

수정 및 브랜드 포지셔닝 

- 지도에 따른 보완 및 수정 작업

1. 브래인 스토밍 

2. 워크시트지 준비하고 

자료 조사

3. 작업일지 준비

4. 1주차 프로젝트 결과 

발표 평가지 준비

5. 활동일지 준비

매일 150분



                                                  

1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한 시트지 작성

- 유행정보, 4P 전략 및 매출전략 

- 지도에 따른 보완 및 수정 작업

-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한시트지 작성

- 주간 실습일지 작성

- 1주차 조별 발표

- 발표에 대한 동료 평가

- 평가에 따른 보완 및 수정

- 1주차 프로젝트 및 실습일지 제출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평가에 따른 각조별 프로젝트 수정

- 지도교수와 질문이나 상담

- 디자인 개발을 위한 준비

- SNS활동

60~180분

▣ 2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상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주차 

학습성과

1. 조별 브랜드 컨셉 및 상품 기획 (이미지맵, 소비자 프로파일, 주요 아이템/ 학교 홍보 

아이템)

2. 핵심 디자인 요소 개발 (색상, 소재, 로고, 디테일, 실루엣 등)

3. 원부자재 소싱 및 재료비 견적서 초안

4. 디자인 개발 및 라인시트 작성, 상품화 아이템 선정

5. 작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디지털 도식화(일러스트레이터) 특강

6. 샘플 제작을 위한 다양한 공정(프린트, 자수, 금형 등) 업체 조사 및 섭외

7. 조별 상품 개발 스케줄 정리

8. 장학금 활동일지, 주차별 워크시트지, 주차별 평가지, SNS활동 등 

2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예습)

- 패션상품 개발을 위한 주제 선정

- 디자인 트렌드 및 시장 조사 

- WGSN 

(패션 정보 사이트)

- Pinterest, Instagram 

(패션 인플루언서 SNS)

60~120분



                                                  

  2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조별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컨셉 및 컬러 이미지 보드 작업

- 타켓 소비자 이미지 보드 작업 (마케팅 

분야의 소비자분석으로 대체 가능)

- 핵심 디자인 요소 개발 (색채, 소재, 

라인 및 실루엣, 2D 패턴, 3D 디테일 등)

- 원부자재 소싱 및 보드 작업

- 재료비 견적서 초안

- 디자인 도식화 (일러스트레이터 특강)

- 라인시트 작성 및 상품화 아이템 선정

- 조별 컬렉션 평가

- 개별 장학금 활동일지

- 조별 1주차 워크시트지

15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샘플 제작을 위한 다양한 공정(프린트, 

자수, 금형 등) 업체 조사 및 섭외

- 동대문, 종로, 신설동 원부자재 소싱

- 조별 상품 개발 스케줄 정리

- SNS활동

- SNS활동 (Instagram)

- 주차별 동료 평가지

60~180분

▣ 3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상품 개발 및 시제품 샘플 제작

주차 

학습성과

1. 시제품 개발을 위한 제작 일정 수립

2. 작업지시서 작성 및 리뷰

3. 원부자재 소싱 완료, 재료비 견적서 보완

4. 패턴 및 봉제 등 샘플 제작 의뢰

5. 프로덕션을 위한 샘플 수정 및 보완

6.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및 내용구성 

7. 장학금 활동일지, 주차별 워크시트지, 주차별 평가지, SNS활동 등  

3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예습)

- 시제품 개발을 위한 제작 일정 수립

- 시제품 샘플 제작 업체 섭외

- 원부자재 소싱 보완

- Pinterest, Instagram 

(패션 인플루언서 SNS)

- 다양한 제작업체 홈페

이지

60~120분



                                                  

3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컬렉션 라인시트 보완

-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지시서 작성

- 패턴 및 봉제 의뢰

- 원부자재 소싱 완료

- 프로덕션을 위한 샘플 수정 및 보완 

- 시제품 스타일링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및 내용구성 

(컨셉, 컬러, 원부자재, 소비자 프로파일, 

핵심디자인(2D&3D), 도식화, 작업지시서, 

라인시트, 일러스트레이션 등)

- 시제품 촬영 시안 개발

- 상품개발 과정 평가

- 개인별 장학금 활동일

지

- 조별 2주차 워크시트지

15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샘플 제작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 원부자재 소싱 및 구매

-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리서치

- SNS활동

- SNS활동 (Instagram)

- 주차별 동료 평가지

120~180분

▣ 4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1. 최종 폴트폴리오 작성 및 룩북 제작

2. 공모전 실시 및 장학금 지급

주차 

학습성과

1. 시제품 촬영

2. 홍보 방법 제안

3. 폴트폴리오 및 Look book 제작 아이디어 구상

4. Look book 제작

5. 홍보물 제작 완료 및 홍보 활동

6. 최종 프로젝트 공모전 

4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예습)

- 포트폴리오제작 준비 및 룩북제작 준비

- 공모전 준비

- 홍보물 완성

- 홍보 방법 브레인 스토밍

- 워크시트지

- 4주차 발표 평가지

(공모전)

- 실습일지

- 활동일지

- 자기성찰지

60~120분



                                                  

4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시제품 촬영

- 홍보방법 제안

- Look book 제작 방법과 아이디어 논의

- Look book 제작업체 섭외 및 제작

- 포트폴리오 작성 (인디자인 활용)

- 최종 competition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섭외

-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 평가에 따른 수정 및 보완    

- 최종 결과물 제출

- SNS 활동 최종정리

- 실습일지 및 실습태도에 대한 동료평가

- P학기 자기 성찰지 제출

- 워크시트지

- 4주차 발표 평가지 

(공모전)

- 실습일지

- 활동일지

- 자기성찰지

15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아트북 형식의 포트폴리오 제작

- 결과물 홍보 

- 아르테크네 공모전 동영상 제출

- 장학금 관련 p학기 평가

- 창업 

- 장학금 수령

- P학기 에필로그 

- 사이버캠퍼스에서 

동료 평가하기

- p학기 평가(장학금 

관련 p학기 평가)

- 아르테크네 p학기 

동영상 공모전 참가

60~180분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1. 패션디자인학과의 P 프로젝트는 1학기부터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과 영역을 확장하여 신

발, 가방과 같은 패션 액세서리와, 남성복의 마케팅 기획에서 부터 디자인 개발과 상품 제작에 이르는 

실무의 전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 특별히 패션 마케팅 전공 교수와 디자인 전공 교수의 팀 티칭을 통해 조별 브랜드를 기획하여 구성원

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방식은 패션 산업에서 요구되는 융합·실무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학생들은 매주 조별 작업 일지와 개인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주차별 진행 내용을 PPT로 발표하여 

교수 및 동료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협업하고 보

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특강(패션 트렌드,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도식화, 일러스트레이션)을 섭외하

여 프로젝트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5. 산업체 현장 투어 계획이 covid 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투어 계획을 수정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6.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시제품 샘플, 포트폴리오, 영상, SNS활동 등 패션 상품이 효과적으로 홍보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도출하였고, 공모전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7. 프로젝트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상품 개발 및 제작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교수가 P학기 시

작 전에 이미 여러 번의 조별 수업을 진행하였고, P학기 중에는 조별 활동의 편차와 절대적 결과물 도

출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 몇 학생들은 P학기 교과목 외 아직 종강하지 않은 전공, 교양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프로젝트에 

몰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p학기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업 진행이 원활했고,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9. 2019년 p학기 결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따라 2020년의 수강 학생 수가 증가하여 휴학생을 제외

한 학생외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 p학기의 모든 과정을 전문적인 실무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11. 포트폴리오를 아카이브 북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함에 따라 타 학교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포트폴리

오가 제작되었습니다.

12. 패션마케팅, 패션리테일링과 패션디자인 컨셉 개발 등의 선행 과목 이수가 안 된 학생들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패션 관련 소프트웨어를 못 쓰는 학생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13. 외국인 학생의 경우 참여도가 낮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찰지 설문을 통해 알아 본 학생들의 의견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 실무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에서 한 시즌의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는 실제 과정을 경험하고 배움

   브랜드 기획부터 실물 제작까지의 실무 과정 경험

   브랜드 창업 과정에 대해 체험

   마케팅 실무 능력 배양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원단시장과 공장 방문 및 샘플실 미팅

   디자인 전개에 따른 실무적 소재 소싱 

   실무 경험을 통해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



                                                  

 2) 전공 세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세세한 내용

   재무/회계 관련 실무 

   디자인 프로그램 능력 향상(일러스트, 인디자인, PDF 리더기 등)

   브랜드 컨셉 전개 과정

 3) 포트폴리오 제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적절한 자료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배열하는 능력

   룩북을 제작하는 방법

 4)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팀원들과 의사소통

   업문 분담 및 협업하는 방법

2. 프로젝트 수행에서 좋았던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 전공지식 함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전공지식들이 많아 좋았음

   사람들을 설득시킬 디자인이 뭔지 알게 되어 좋았음

   남성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음

   항상 고민이었던 기획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

 2) 실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할 기회가 어려웠던 실무 관련 내용들을 직간접 체험

   기존의 전공수업은 마케팅과 디자인이 분리된 반면, P학기에서 현실감 있는 마케팅과 디자인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음.

   브랜드 하나를 런칭하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아주 값진 경험이었음

 3)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음

   실제 내 브랜드가 설립되었다는 생각과 꿈꿔온 형상이 구체화된 것이 너무 좋았음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뿌듯함

 4) 협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도움

   좋은 팀원을 만나 스스로 뿌듯한 작업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음

   팀 작업을 통해 높은 퀼리티의 결과물(샘플, 촬영, 포트폴리오)을 도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  

   하는 것 같아 좋음



                                                  

 5) 교수님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점에 대해 교수님께 1:1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학교에 나와 교수님들께 즉각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음

 6)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P프로젝트를 통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액세서리/잡화 디자인과 제작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창업  

  에 많은 도움이 됨

 7) 예산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음

3. 프로젝트 수행에서 적용한 전공지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 이론 수업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패션마케팅 수업을 통해 배운 4P/STP전략 등을 활용

   패션상품기획

   패션리테일링

   20세기패션트렌드

   원가 계산하는 방법

 2) 실기 수업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에서 배운 컨셉 개발과 디자인 전개 과정

   인체와 도식화, 컴퓨터 패션디자인 수업에서 배운 도식화와 일러스트/포토샵 활용 능력

   남성복 트렌드와 디자인

   소재에 관한 수업 활용

 3) 타과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도 활용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각디자인학과 라이프디자인 수업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의 배운 전공 지식으로 로고 제작, 이미지 목업 활용 등.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하며 재무/회계를 배운 것이 도움이 됨

4. 프로젝트 수행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역할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 마케팅팀의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체적인 브랜드 컨셉 아이디어부터 시장 환경조사, 브랜드 포지셔닝 등 조사/분석

   소비자 조사

   재무/회계/매출 관련 기획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홍보전략



                                                  

   레이아웃, 아카이브 북 제작과 브랜딩 흐름을 주관

   룩북 촬영

   매 주 워크시트지 정리 및 수정 보완, 워크시트지 제작(팀원들과 분담)

   디자인 팀원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토론, 회의 

   영상제작

 2) 디자인팀의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아이템 라인 개발

   디자인 컨셉 보드, 컬러 맵, 소비자 이미지 맵, 소재 보드 제작

   도식화 및 컬러 베리에이션 제작

   소재 소싱 및 샘플 작업

   작업지시서 및 라인시트 작성

   일러스트레이션

   룩북 촬영 시안 및 스토리 라인 구성

   발표자료 및 룩북 레이아웃 수정 및 제작

   영상제작

   재료비 간이영수증 서류 증빙

5.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 결과물 만족도 및 성취감을 높게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4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 뿌듯함

   전반적으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 능력 향상과 도전 정신을 일깨움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참여 해보고 싶을 만큼 너  

  무 재미있었음

 2) 패션산업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P 실무 프로젝트라는 말에 걸맞게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

   수업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더라도 샘플까지 만들어보진 못했는데 P학기 프로젝트를 하여 브랜드  

   개발(마케팅, 샘플, 룩북 등) 전체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함

   디자인 과정과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좋았음

 3)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의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가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젝트였음

   실무 경험을 미리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원하는 일을 위한 준비과정이어서 도움이 됨 

 4) 팀 프로젝트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 

   팀과 협업하는 방법을 터득

   마음에 맞는 팀원과 만나서 작업을 하면서 힘들지만 정말 보람찬 유익한 수업

 5) 팀별, 개인별 밀착 지도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작업을 교수님께 컨펌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들은 교수님들께서 나서서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음

   교수님께서 주차별로 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좋았음

 6) 아쉬웠던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팀원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 달라 다음번엔 적절한 팀원 분배가 이루어졌으면 함

   팀에서 툴 사용자가 부족하여, 그래픽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많이 느낌

   외국인 학생의 역량과 참여 비율에 관한 아쉬움

   여름방학부터(수강신청시기) 팀을 구성해 마케팅적으로 미리 샘플준비를 진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프로젝트 분량에 비해 시간 부족, 팀원들과의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빠듯한 일정과 과제를 감당하  

   기 힘듦 

   종강하지 않은 수업과 함께 수강하면서 시간이 촉박, 다른 수업과 겹치지 않고 오로지 이 프로젝트  

  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더 재미있고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음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 (총평포함) (자유기술)

1. 이번 수업에서는 조별 브랜드 개발과 더불어 학과 및 학교 홍보물 디자인을 기획하여 다양한 패션

상품으로 개발하였다는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에 인턴 및 취업을 의뢰하거나 외부에 학과

를 홍보할 때, 학과 특색을 지니면서도 좀 더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결과물이 단순히 P학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학과 브랜딩 및 학교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하려고 합니다.

2. 학생들의 활동을 점수뿐만 아니라 Skill Print를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의 성격과 활동 상황들을 평가

함으로써 각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Skill Print의 팀별 총평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푸마 팀 : 본 프로젝트는 패션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전략기획, 디자인 컨셉과 디자인 개발, 시제

품 제작, 홍보 및 룩북 제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푸마(Sfuma)팀은 MZ세대의 남성

복 시장에 적합한 젠더리스 남성 테일러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진행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노력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 일

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원할히 해결하여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

할이 이루어졌고, 서로 양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타겟 소비자 및 시장 

환경 등 마켓에 관한 탁월한 분석을 바탕으로 셔츠, 팬츠, 재킷으로 구성된 홈 테일러링 룩을 감각적

이고 시의성 있는 시제품으로 제시하였으며, 타켓 소비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는 홍보방식은 직업의 

특성을 알리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시각적 레이아웃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2) 운무림 팀 : 운무림(Unmoorim)팀은 MZ세대의 아웃도어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남성 테크 

캐주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진행 과정을 성

실히 수행하는 노력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원할히 해결

하여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할이 이루어졌고, 서로 양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적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유틸리

티 캐주얼 아이템들의 상품 구성이 탁월하였고, 실질적인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무계획 및 

마케팅 전략이 뛰어났으며, 게임 케릭터를 활용한 홍보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돋보였습니다. 또한 체계

적인 내용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3) 바이아지 팀 : 바이아지(Via.g)팀은 친환경 트렌드와 MZ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비건/업사이클링 

핸드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지 가죽을 사용한 시제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진행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노력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

제들을 원할히 해결하여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할이 이루어졌고, 

서로 양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충실한 상품

구성과 컨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감성적 시각 자료를 갖춘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케팅전

략에 따른 체계적인 시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타켓 소비자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

였습니다. 페키지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패션의 이벤트를 통한 홍보도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4) 아누아 팀 : 아누아(Ahu-a)팀은 MZ세대 중 SNS를 즐기고, SNS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라이프스

타일를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핸드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각 진행 과정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

제들을 원할히 해결하여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할이 이루어졌고, 

서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적 디자인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바탕

으로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핸드백과 구두라인을 개발하였고, 마케팅전략에서도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

히 파악하여 이에 맞춘 상품전략을 전개하였으며, 타로를 활용한 홍보전략도 흥미로웠습니다. 창의적

인 시각자료들을 활용한 포르트폴리오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1.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교과목 보완과  교육 내용 수정  및 학과 인증제 제안 합니다.

 2019년 P학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첫째, 시장

을 파악하고 시장분석 부분이 약하다는 점, 둘째는 패션 감각이나 감성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패션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점). 올 해에도 유사한 문제점과 재무 관련 계

획과 판매가격 및 손익분기점 계산 등에 보족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꾸준히 교육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학과의 교과

과정을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 개발을 하고 각 교과목에도 필수로 진

행해야하는 지침과 학과 인증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 교과목 개발 (교과개발연구 내용 참조)

- 교과내용 보완

 1) 과목별로 현장이나 시장조사를 1회 이상 지도



                                                  

 2) 산업현장 필드 트립 1년 1회 이상 지도

 3) 패션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활용 지도

- 학과 인증제 제안

 1) 감각이나 감성교육을 위한 전시회 및 패션쇼 참관 및 박물관 방문 등 1년 1회 이상 

 2) 패션 시장 방문 및 분석 1년 1회 이상

 3) 학과에서 주선한 실무관련 특강 1년 1회 이상 참여

 4) 패션 포토샵과 일러스트 및 컴퓨터 활용능력 인증 

2.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패션 테크롤로지를 활용한 실무와 앱 개발, 메이커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P학기 운영을 위해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1학기부터 Pre-P학기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P학

기의 취지와 운영계획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 및 개인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정규 교과과정 외에 원하

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만족도가 2019년에 비해 상승

하고 결과물도 더욱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1학기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더욱 학생들의 니즈를 반

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맞춰 패션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패션마케팅 관련 이론 수업 보강하려고 합니다.

 P학기의 선행 이수과목인 패션마케팅, 패션리테일링, 패션상품기획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

우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패션마케팅과 리테일링 상품기획 과목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보강하여 학습시킨 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4.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도 높일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따라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이들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연구하여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5. P학기와 연계된 1학기 공모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3학년 1, 2학기 수업에서 P학기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공모전을 미리 시행하여 

P학기에는 학생들이 상품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P학기와 연계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P학기기 필수가 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P학기와 연계된 1학기 공모전에 참여하게끔, 3월 첫 주에  P학기와 이에 연계된 

1학기 공모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6. 재료비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효율적 재료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학생들과 교수 모두 P학기 재무 서류 관련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패션디자인 

학과 특성상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재료에 대한 지급 신청이 어려워 상황에 따라 카드결제, 현금영



                                                  

수증, 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P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혁신 팀에서 재료비와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양식을 공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이를 파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각 팀별로 영수증 관리 

학생들을 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효과적으로 재료비 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가장 모범적으로 영수증 관리를 한 팀 것을 샘플로 만들어 활용하려고 합니다.

7. 학과 홍보상품 브랜드화 하려고 합니다.

 2019년 p학기를 통해  학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한 업체에 홍보물로 배포함에 따라 

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용이어서 업체의 담당자가 남자인 경우 

홍보물이 적합하지 않아 2020년에는 남성용 가방을 제작하였고, 학생들의 작품사진을 엽서로 제작하여 

홍보용 엽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작품으로 스카프를 제작하였으며, 이것 역시 

홍보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p학기를 통해 만든 작품들을 학과 브랜드로서 사업화 할 예정입니다.

8. 포트폴리오의 ISBN 도서화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폴트폴리오의 결과물이 우수하나, 폴트폴리오에 사용된 사진이나 이미지들의 저작권 문제로 

도서로 출판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사용가능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자료들도 참고문헌을 달고, 문장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법을 미리 교육하고, 상품의 촬영

과 모델과의 계약도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ISBN을 받는 도서로 출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9. 모델과 촬영스튜디오, 인쇄소의 사전 조사와 협약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모델 섭외와 촬영스튜디오 섭외가 늦어지면서 상품의 사이즈를 모델에 맞추지 못 하

고, 촬영 날짜도 촉박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10월 말에 모델과 촬영스튜디오를 섭외

해 학생들이 원하는 모델과 시간에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첨부 1] P-학기제 PBL 수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 교수자 및 학생 평가지

▣ PBL 활동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주차별 평가지 (교수용, 학생용)

P-실무프로젝트 1주차 평가지

발표조             조 인원           명 조 명

조장 발표자

발표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용

1주차의 각 일별 주제가 모두 잘 수행되었다.

내용이 주제에 적합한 것이었다.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개발한 브랜드가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자료

준비

발표 자료가 적합한 자료였다.

내용에 맞는 여러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

발표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자료들이 
잘 준비되었다.

발표 

P.T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였다.

발표에 대한 준비나 연습이 충분하였다.



                                                  

P-실무프로젝트 2주차 평가지

발표조             조 인원           명 조 명

조장 발표자

발표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용

프로젝트 주제에 적합한 컨셉 개발이 잘 이루어

졌다.

타겟 소비자 프로파일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핵심디자인 요소가 잘 개발되었다. (컬러, 원부자

재, 핵심 디테일(2D or 3D))

시제품용 샘플 제작을 위한 도식화와 작업지시서

가 잘 구성되어 있다

자료

준비

발표 자료가 적합한 자료였다.

내용에 맞는 여러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

발표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자료들이 

잘 준비되었다.

발표 

P.T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였다.

발표에 대한 준비나 연습이 충분하였다.



                                                  

P-실무프로젝트 3주차 평가지

발표조             조 인원           명 조 명

조장 발표자

발표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용

시제품 콜렉션 구성이 라인시트로 잘 정리되었다.

시제품 샘플 제작을 위한 작업지시서가 완성도 
있게 제시되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이 빠짐없이 갖추
어져 있다. (컨셉, 칼라, 소비자 프로파일, 원부자
재, 핵심디자인(2D&3D), 도식화, 라인시트, 작업
지시서, 일러스트레이션 등)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
리되었다.

자료

준비

발표 자료가 적합한 자료였다.

내용에 맞는 여러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

발표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자료들이 
잘 준비되었다.

발표 

P.T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였다.

발표에 대한 준비나 연습이 충분하였다.



                                                  

P-실무프로젝트 4주차 평가지

발표조             조 인원           명 조 명

조장 발표자

발표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용

각 주차별(1주~4주) 주제가 모두 잘 수행되었다.

내용이 주제에 적합한 것이었다.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자료

준비

발표 자료가 적합한 자료였다.

내용에 맞는 여러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

발표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자료들이 
잘 준비되었다.

발표 

P.T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였다.

발표에 대한 준비나 연습이 충분하였다.



                                                  

▣ PBL 활동 특강 및 현장 투어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학생용)

특강 만족도 평가지

1. 질문 문항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특강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

 특강 내용이 전공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강 내용이 패션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강 내용이 진로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었다.

 특강 내용이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특강이 만족스러웠다.

2. 특강의 만족스러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혹은 다양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3. 다음 특강으로 원하는 특강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PBL 활동 프로젝트 실습 및 과제 수행 일지 (학생용, 1주~4주)

P-실무프로젝트 주차별 실습일지

과제명            

조  명  (      조) 조장

만난날짜와 시간 만난장소

조원 작업내용 

교수 확인

 ※ 주의 : 1. 작업 내용은 조원 개인이 자필로 작성

          2. 최소 매주 1회 작업일지 작성



                                                  

▣ PBL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학생 성찰지 (학생용, 4주차 최종)

학생 성찰지

조  명 학  년  

학  번 성  명

제출일

주  제

 1. 이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2. 이번 프로젝트 수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적용한 전공 지식은 무엇인가요?

 

 4.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5.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하여 주세요.

 



                                                  

[첨부 2] 프로젝트 결과물 예시



                                                  



                                                  

[첨부 3] 포트폴리오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