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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 pedagogical� strategies� for� sewing� by�

examining� the� efficacy� of� sewing� videos� as� supplemental� learning� materials� and�

demonstration� tools.� Sewing� videos� were� created� for� face-to-face� apparel�

construction� courses,� and� students’� opinions� on� sewing� videos� as� an� educational�

tool� were� collected.� Videos� with� subtitles� were� offered� to� Apparel� Construction�

Course� 1,� whereas� videos� with� narration� and� subtitles� were� offered� to� Apparel�

Construction� Course� 2.� As� “supplemental� learning� materials,”� students� rated�

videos� as� more� effective� for� learning� and� satisfying� than� “documents� with� text�

and� images.”�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scores� for� Apparel� Construction�

Course� 2�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Apparel� Construction� Course�

1.� Furthermore,� videos� were� utilized� significantly� more� than� documents,� and�

most� students� preferred� videos� over� documents.� The� main� benefits� of� videos� as�

supplemental� learning� materials� were� repetitive� learning� at� the� learner’s�

convenience� and� the� detailed� presentation� of� the� sewing� process.� Students�

regarded� narration� as� more� effective� and� satisfying� than� subtitles.� Narrations�

were� expected� to� be� offered� along� with� subtitles.� As� “demonstration� tools,”�

students� rated� videos� as� more� effective� for� learning� and� satisfying� than�

traditional� “sewing� samples.”� Students� preferred� “demonstration� with� videos”� to�

“demonstration� with� sewing� samples.”� The� main� benefits� of� video� demonstration�

were� a� close-up� view,� presentation� of� the� entire� sewing� process,� and� shorter�

wait� time� without� the� need� for� group� teaching.� Students� wanted� more� sewing�

videos� and� narrations� to� be� offered,� and� various� sewing� machine� feet� to� be�

used� in� the� videos.� Educational� methods� for� sewing� were� suggested� based� on�

student�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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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수법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Prensky(2001)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를 ‘디지털 원어

민(digital native)’이라고 칭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은 원어민처럼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

는 반면, 그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학

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

대인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더 기술에 능통하며 유

연한 교육방식을 선호한다(Dimock, 2019). 학생들은 중∙고
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e-리더(e-reader) 등을 

사용하여 학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다양한 기술과 미디

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Oomen-Early & Early, 2015; 

Purcell, Heaps, Buchanan, & Friedrich, 2013). 하지만 패

션 봉제 교육은 전통적인 도제식 방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전통적인 디자

인 실기 교육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대의 성향에 부합하

는 방식이 필요하며(Kincade, Turner, Solis, & Dull, 2018), 

온라인 미디어의 사용은 기술 활용을 선호하는 세대를 만족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Montenery, Walker, Sorensen, 

Thompson, Kirklin, White, & Ross, 2013; Park, 2011).

  패션디자인이나 의복구성에 기술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3D 가상 착의, 3D 프린팅, 스마트웨어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법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패션 실기수업에서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법에 

대한 연구(Kim & Park, 2005; Kwon & Rhew, 2018; Lee 

& Lee, 2020; Lim & Park, 2005)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영상을 활용한 

설명과 강의자료가 오프라인 봉제 교육에 효과적인지 

밝히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봉제 

강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봉제 ‘강의자료’로 사진과 글로 구성된 자료 대신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지 밝힌다.

  2. 동영상 자료의 ‘나레이션’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지 밝힌다. 

  3. 봉제 ‘설명 방법’으로 실물 샘플에 핀 시침하는 

전통적인 방법 대신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지 밝힌다. 

  4. 학생들이 선호하는 봉제 강의법을 밝힌다.

위와 같은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복구성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봉제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법을 제안함으로써 패션 

교육이 새로운 세대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Z세대의� 특성과� 학습� 방식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하여 2013년 경부터 대학에 입학

한 세대들이다(Dimock, 2019; Seemiller & Grace, 2016). 

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활

발하게 사용하고,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통한다(Dimock, 2019). Z세대는 이전 세대들보

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소유하기 시작하며 다른 활

동보다도 온라인 비디오 시청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Generation Z,” n.d.). 

  Z세대는 학습을 위해서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 Z세

대는 친구와의 소통, 오락적 요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

신 뉴스를 보거나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

용한다(Seemiller & Grace, 2016). 유튜브(YouTube)는 Z세

대가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Anderson & Jiang, 

2018). Z세대 이전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정보 검색을 위

해 구글(Google)을 사용했다면 Z세대는 유튜브를 사용한다

(Seemiller & Grace, 2017). Z세대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며, 일부는 유튜브 동영상을 

학교 수업의 보충자료로 이용한다(Seemiller & Grace, 

2016). 그들은 문서나 웹사이트를 읽는 대신 동영상을 활용

한 학습을 선호한다(Seemiller & Grace, 2019). Z세대는 위

키피디아(Wikipedia),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을 검색하여 

언제든지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원하는 때

에 딱 맞춰서 학습하는 것에 익숙하다(Seemiller & Grace, 

2016). 그들은 스마트 칠판, 디지털 교과서, 웹사이트, 온라

인 동영상 등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하기를 원한다(“Getting 

to know Gen Z,” n.d.). 따라서 Seemiller and Grace(2017)

는 Z세대의 교육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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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인� 디자인� 및� 패션� 실기� 교육

디자인 분야의 주된 교육법은 실습실에 모여서 교수가 주제 

관련 테크닉 시범(demonstration)을 보이고 학생들에게 반

복적으로 설명하며 피드백을 주는 도제식 교육법이며, 이것

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 확립된 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Bender & Vredevoogd, 2006; Broadfoot & Bennett, 

2003). 전통적인 방식의 디자인 실기 교육에서 학생들은 교

수와의 일대일 대면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수강생이 

많을수록 교수에게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

어들며,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수의 시범이 잘 보이지 

않는다(Bender & Vredevoogd, 2006). 

  패션 실기강의 역시 도제식 교육법이 사용된다. 패턴 제

작이나 드레이핑 강의의 경우 교수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

은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 필기를 하지만 필기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여 교수는 질문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Boorady & Hawley, 2008). 봉제 강의도 교수의 시범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교수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

공하여 틀린 부분 수정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Park & Cho, 2015). 학생들은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교수

들이 진도를 나가기 바쁘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며, 과제 

부담이 큰 것, 교육용 교재가 부족한 것 등을 개선해야 한

다고 했다(Choi, 2016; Kim, 1999). 특히 봉제 교육에서는 

교수가 단계별로 미리 완성된 실물 샘플에 핀을 꽂아가며 

시범을 보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제작 과정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고 학생들이 교수의 시범을 가까이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매주 단계별로 봉제하여 옷을 

완성해야 하는 경우, 교수가 과제를 검사해야 학생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업 시간에 시범 설명, 과제 

검사, 질의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강의시간이 

부족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한 학생의 대기 시간이 길다. 교

Figure� 1.� Concealed� Zipper
(taken� by� author)

Figure� 2.� Front� Fly� Zipper
(taken� by� author)

Figure� 3.� Thread� Loop
(taken� by� author)

수 시범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룹별로 나눠서 설명

을 할 경우에는 학생의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 또한 수

업시간 이후에는 설명이 기억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과제 진

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동영상을 활용한 봉제 강의법에 대한 수강생 의

견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2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3학기에 걸쳐 서양의복구성실습 1, 2 강의에서 동영상을 활

용했다. 3학기 동안 수강생은 총 75명이었으며 연구윤리위

원회의 승인 하에 각 수업 종강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했다. 총 66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서양의복구성실습 1 수강생은 44명, 서양의복구성실습 2 

수강생은 22명이었다. 66명은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큰 숫자

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의복구성 수업이 통상적으로 20명 정

도의 소수를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을 연구대

상으로 하기 힘들고, 3학기에 걸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술을 이용한 의복구성 강의법을 시도한 선행연구들

(Park, Kim, & Sohn, 2011; Slocum & Beard, 2005)도 

20-30명 정도의 소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했다. 

2.� 강의� 개요� 및� 동영상� 제작

서양의복구성실습 1에서는 스커트, 팬츠 제작을 했으며, 컨

실지퍼(7분 20초), 덧단지퍼(4분 17초), 실고리(2분 2초) 동

영상을 제공했다(Figure 1-3). 서양의복구성실습 2에서는 테

일러드 재킷 제작을 했으며, 바이어스 재단(3분 56초), 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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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utting� on� the� Bias
(taken� by� author)

Figure� 5.� Tailor� Tack
(taken� by� author)

Figure� 6.� Jetted� Flap� Pocket
(taken� by� author)

�

Figure� 7.� Tailored� Collar
(taken� by� author)

뜨기(6분 47초), 플랩이 있는 입술 주머니(10분 25초), 테일

러드 칼라(10분 50초) 동영상을 제공했다(Figure 4-7). 동영

상에서 교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며, 작업 과정만 확대하

여 보여줬다. 

  서양의복구성실습 1의 동영상은 ‘자막’ 설명만 있었던 반

면, 서양의복구성실습 2의 일부 동영상에는 ‘자막과 함께 나

레이션’을 넣었고, 한 영상에는 자막과 배경음악이 있었다. 

영상에 나레이션 없이 주로 자막을 사용한 이유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

을 들을 수 있고, 나레이션을 넣을 경우 촬영, 편집이 복잡

해지고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영상은 봉제 전체 과정을 

촬영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재생되도록 편집하

여 2-11분 사이로 제작했다. 영상 편집은 루마퓨전

(LumaFusion)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 앱을 사용했다. 나레이션은 샘플 제작 시 음성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에 촬영하기도 했고, 화면 편집 후에 목소리를 

따로 녹음하여 추가로 편집하기도 했다. 영상은 유튜브에 업

로드했고, 학생들은 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하며 볼 수 있었

다.

3.� 강의자료� 및� 설명� 방법

학생들은 지정된 교재를 구입하여 참고했으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작한 동영상이나 

PDF 강의록이 제공되었다. PDF 강의록은 사진과 글로 이루

어졌다.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했고, 의복구성 강의실에 컴퓨터와 빔 프로

젝터가 없는 관계로 옆에 있는 CAD실로 이동하여 설명했

다. 동영상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단계별로 

완성된 실물 샘플을 핀 시침하며 설명했고, 샘플을 가까이에

서 볼 수 있도록 두 조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동영상을 보

여주며 설명할 때에도 강의실 앞에 단계별 실물 샘플을 놓

고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4.� 설문문항�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강의법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문항(학습효과, 

만족도, 활용도), 객관식 문항(강의법에 대한 의견, 학습 

방식, 기기 사용 방식), 주관식 문항(자유 의견, 나이)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식 문항에서 원하는 보기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응답자가 ‘기타’란에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객관식 문항은 SPSS version 27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Mann-Whitney U 검정, t 검정,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했고, 주관식 문항은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기기� 사용� 및� 학습� 방식

응답자의 연령은 만 19-26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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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였다. 응답자가 소유한 기기 및 동영상 재생 기기를 다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는 스마트폰(93.8%), 노

트북(72.3%), 태블릿 PC(24.6%), 데스크톱(desktop) 컴퓨터

(6.2%) 등 온라인으로 동영상 자료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

를 1개 이상 소유했다. 동영상 재생 시 주로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83.7%)이었으며, 노트북(25.6%), 태블릿 PC 

(14.0%)도 사용했다. 

  의복구성 강의에서 교수의 설명을 기록하기 위해 주로 사

용하는 방법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종이에 메모

(56.3%), 사진 촬영(56.3%), 동영상 촬영(40.6%),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에 메모(39.1%), 기록하지 않음(3.1%), 녹음

(1.6%)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성 과제 수행 중 의문사항

을 교수에게 즉시 문의할 수 없을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법

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수강생에게 문의

(73.4%), 인터넷에서 동영상 자료 검색(60.9%)이 가장 많았

고, 그 외에 과제를 중단하고 기다렸다가 교수를 만날 수 

있을 때 질문(26.6%), 인터넷에서 사진과 글로 된 자료 검

색(20.3%), 교수에게 이메일 문의(6.3%), 관련 서적 참고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교수의 

설명을 기록하거나 과제를 할 때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

함을 보여준다. 과제를 할 때 주로 사용한 재봉틀 종류는 

가정용(57.8%), 공업용(37.5%), 가정용과 공업용 모두 사용

(3.7%) 순이었다. 

Table� 1.� Evaluation� of� Videos� as� a� Supplemental� Learning�Material

Apparel�
Construction� 1�

(N=44)

Apparel�
Construction� 2�

(N=22)

Total
(N=66) U

Mean(σ) Mean(σ) Mean(σ)

Effectiveness
How� effective� were� videos� for� learning�

compared� to� “documents� with� text� and�

images”?

(1:� much� more� ineffective,� 5:� much�

more� effective)

4.48(.63) 4.86(.35) 4.61(.58) 325.500*

Satisfaction
How� satisfying� were� videos� compared� to�

“documents� with� text� and� images”?

(1:� much� more� dissatisfying,� 5:� much�

more� satisfying)

4.52(.66) 4.95(.21) 4.67(.59) 317.000**

Utilization�

Videos 4.61(.49) 4.82(.40) 4.68(.47) 385.000

Documents� with� text� and� images

(1:� not� used� at� all,� 5:� extremely� used)
3.93(1.04) 3.82(.96) 3.89(1.01) 446.000

*p<.05,� **p<.01

2.� 동영상� 자료의� 학습� 효과,� 만족도� 및� 활용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동영상 강의자료의 학습효과, 만

족도, 활용도를 서양의복구성실습 1, 2 수강생으로 나누어서 

비교했다(Table 1). 한 집단의 표본이 30 이하인 관계로 

Shapiro-Wilk 검정을 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서 

독립표본 t 검정 대신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집단의 동영상 자료 학습효과는 p<.05 수준에

서, 만족도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

효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자료(강의

록, 교재)보다 동영상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

며, 나레이션과 자막이 함께 제공된 서양의복구성실습 2 수

강생 평균(4.86)이 자막만 제공된 서양의복구성실습 1 수강

생 평균(4.48)보다 더 높았다(1: 매우 덜 효과적, 5: 매우 

더 효과적). 만족도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사진과 글로 이루

어진 자료보다 동영상이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나레

이션과 자막이 함께 제공된 서양의복구성실습 2 수강생 만

족도 평균(4.95)이 자막만 제공된 서양의복구성실습 1 수강

생 평균(4.52)보다 더 높았다(1: 매우 덜 만족, 5: 매우 더 

만족). 즉, 문서보다 동영상 자료의 학습효과와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자막만 제공된 집단 보다 자막과 나레이션이 함께 

제공된 집단에서 동영상 자료의 학습효과와 만족도 평균이 

더 높았다. 두 집단의 강의자료 활용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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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nefits� and� Challenges� of� Videos� as� a� Supplemental� Learning�Material� (Multiple� Responses)

Apparel�
Construction� 1�

(N=44)

Apparel�
Construction� 2�

(N=22)

Total
(N=66)

N
Case�

%
N

Case�
%

N
Case�

%

Benefits

Can� watch� the� demonstration� again 38 86.4 22 100.0 60 90.9

Can� watch� the� demonstration� anytime� and�

anywhere
34 77.3 22 100.0 56 84.8

Can� watch� the� entire� sewing� process� 28 63.6 17 77.3 45 68.2

Subtitles� show� key� points. 18 40.9 12 54.5 30 45.5

Narration� added N/A N/A 11 50.0 11 16.7

Useful� to� students� who� are� shy� to� ask�

questions�
8 18.2 2 9.1 10 15.2

A� new� type� of� a� teaching� tool� utilizing�

technology� makes� learning� interesting.
5 11.4 2 9.1 7 10.6

Background�music� added N/A N/A 2 9.1 2 3.0

Others

-No� need� to� take� notes
0 0.0 1 4.5 1 1.5

Challenges

None 28 63.6 16 72.7 44 66.7

No� narration 5 11.4 0 0.0 5 7.6

Limited� types� of� sewing�machine� foot� used 4 9.1 0 0.0 4 6.1

Long� running� time 1 2.3 3 13.6 4 6.1

Insufficient� subtitles 3 6.8 0 0.0 3 4.5

Instructor’s� face� does� not� show. 1 2.3 2 9.1 3 4.5

Unclear� image� 2 4.5 0 0.0 2 3.0

No� background�music 2 4.5 0 0.0 2 3.0

Short� running� time 1 2.3 0 0.0 1 1.5

Small� size� of� subtitles 1 2.3 0 0.0 1 1.5

Unprofessional� editing 1 2.3 0 0.0 1 1.5

Others

-Background�music� added
0 0.0 1 4.5 1 1.5

보이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동영상 자료 활용도와 문서 자료 활용도 

평균을 대응표본 t 검정한 결과, 자료 형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6.500, p=.000). 동영상 자료 활용도 평

균은 4.68로 높은 반면,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문서 

자료 활용도 평균은 3.89였다(1: 전혀 활용 안 함, 5: 매우 

많이 활용).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자료를 전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 5명은 그 이유가 자료를 읽기 귀찮음

(3명), 교수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더 선호함(3명), 사진과 

글로 된 자료로는 봉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움(1명), 수업 

시간에 교수의 설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참고함(1명), 교수

의 설명만으로 충분해서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없었음(1명)

이라고 다중응답했다. 동영상은 글과 사진보다 이해가 쉽고 

교수에게 다시 설명을 듣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서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자료에서 만족스러운 점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여 

서양의복구성실습 1, 2 수강생 응답을 교차분석했다(Table 

2). 두 집단 모두 반복해서 교수의 시범을 볼 수 있음

(86.4%, 100.0%),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수의 시범을 

볼 수 있음(77.3%, 100.0%), 봉제 전체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음(63.6%, 77.3%),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줌

(40.9%, 54.5%) 순으로 만족스러운 점을 선택했다. 나레이

션이 제공된 서양의복구성실습 2 수강생은 자막(54.5%) 다

음으로 나레이션 제공(50.0%)을 만족스러운 점으로 선택하

여 나레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 교수나 친구에게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성격이어서 유용함, 기술을 이용한 새

로운 방법이어서 흥미 유발도 나타났다.   

  동영상 자료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하

여 서양의복구성실습 1, 2 수강생 응답을 교차분석했다

(Table 2). 두 집단 모두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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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of� Narration

Question Mean(σ)

Effectiveness

(N=20*)

How� effective� was� narration� for� learning� compared� to� subtitles?

(1:� much�more� ineffective,� 5:� much�more� effective)
4.35(.88)

Satisfaction

(N=20*)

How� satisfying� was� narration� compared� to� subtitles?

(1:� much�more� dissatisfying,� 5:� much�more� satisfying)
4.40(.88)

Utilization

(N=22)

How�much� did� you� use� narration� when� watching� videos?

(1:� not� used� at� all,� 5:� extremely� used)
3.64(1.29)

*Two� students� who� did� not� use� narration� did� not� answer� the� question.

가장 높았다(63.6%, 72.7%). 서양의복구성실습 1 수강생은 

그 다음으로 나레이션 없음(11.4%), 다양한 노루발로 봉제

하는 영상 부족(9.1%), 자막 설명이 부실함(6.8%)을 선택했

다. 자막이 부실하다는 응답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나레이션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노루발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양의복구성실습 

1 영상이 주로 지퍼 봉제를 다룬 것과 관련이 있다. 본 연

구의 동영상은 가정용 재봉틀을 사용하여 제작했고, 지퍼 봉

제 시 가정용 지퍼 노루발과 컨실지퍼 노루발을 사용했다. 

공업용과 가정용 재봉틀의 지퍼 노루발 모양이 다르고, 컨실

지퍼 봉제 시 공업용 외노루발, 가정용 지퍼 노루발, 컨실지

퍼 노루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익숙한 

노루발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노루발로 지

퍼 봉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서양의복구성실

습 2 수강생은 긴 재생 시간(13.6%)에도 불만족했다. 서양

의복구성실습 1 동영상 길이는 평균 4분 33초(2분 2초-7분 

20초)였던 반면, 서양의복구성실습 2는 평균 8분(3분 56초

-10분 50초)였다. 영상이 많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 눈에 내

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록, 교재보다는 재생에 시간이 소

요되고 10분이 넘어가는 영상도 있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길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3.� 나레이션의� 학습� 효과,� 만족도� 및� 활용도

일부 동영상에 나레이션이 있었던 서양의복구성실습 2 수강

생을 대상으로 나레이션의 학습효과, 만족도, 활용도를 리커

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Table 3). 서양의복구성실습 2 수강

생들은 자막보다 나레이션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고

(M=4.35),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M=4.40). 그러나 나

레이션 활용도는 평균 3.64로 보통 정도였다. 나레이션을 전

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 4명은 그 이유가 자막 

설명으로 충분했고(4명),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어폰 

없이 재생하기 어려워서(1명)라고 다중응답했다.     

  동영상 자료의 나레이션에서 만족스러운 점을 다중응답으

로 조사한 결과, 자막을 읽을 필요가 없어서 영상을 더 집

중해서 볼 수 있음(50.0%), 자막보다 자세함(31.8%), 자막

보다 이해하기 쉬움(27.3%), 자막을 읽을 필요가 없어서 눈

의 피로가 줄어듦(1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는 설명을 직접 듣는 생생한 기분, 자막과 함께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더 집중하게 됨, 옷을 만들면서 화면을 보지 않아

도 됨 등이 있었다. 나레이션은 영상의 이해와 집중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나레이션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다중응답으

로 조사한 결과, 없음(63.6%)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나레이

션이 느림(9.1%), 음질이 깨끗하지 않음(9.1%), 나레이션이 

적음(4.5%) 등도 나타났다(Table 4).

4.�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 방법의� 학습� 효과� 및� 만족도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 방법’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를 리커

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Table 5). 실물 샘플에 핀 시침하며

설명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고(M=4.73),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M=4.65).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한 경우, 강의실 

앞에 놓아둔 실물 샘플 활용도는 평균 3.91(SD=1.00)로, 학

생들은 실물 샘플도 많이 활용했다(1: 전혀 활용 안 함, 5: 

매우 많이 활용).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 방법에서 만족스러운 점을 다중응

답으로 조사한 결과, 교수의 시범을 크게 볼 수 있음

(68.2%), 실물 샘플에 핀 시침하며 설명할 때는 볼 수 없는 

작업 전체 과정을 볼 수 있음(66.7%), 조를 나눠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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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enefits� and� Challenges� of� Narration� (Multiple� Responses,� N=22)

N Case� %

Benefits

Can� focus� on� images� without� the� need� of� reading� subtitles 11 50.0

More� detailed� than� subtitles 7 31.8

Easier� to� understand� than� subtitles 6 27.3

Less� eye� strain� when� there� is� no� need� to� read� subtitles 3 13.6

Cannot� answer� (scarcely� used� narration) 3 13.6

Others 3 13.6

-The� feeling� of� watching� the� demonstration� with� the� instructor 1 4.5

-Can� concentrate� more� on� videos� when� narration� is� accompanied�

by� subtitles
1 4.5

-Can� figure� out� the� process� without� looking� at� the� monitor 1 4.5

Challenges

None 14 63.6

Cannot� answer� (scarcely� used� narration) 3 13.6

Slow� narration 2 9.1

Unclear� sound� 2 9.1

Insufficient� narration 1 4.5

Too�much� narration 0 0.0

Fast� narration� 0 0.0

Table� 5.� Evaluation� of� Video� Demonstration� (N=66)

Question Mean(σ)

Effectiveness

How� effective� was� “demonstration� with� videos”� for� learning� compared� to�

“demonstration� with� sewing� samples”?

(1:� much�more� ineffective,� 5:� much�more� effective)

4.73(.60)

Satisfaction

How� satisfying� was� “demonstration� with� videos”� compared� to� “demonstration�

with� sewing� samples”?

(1:� much�more� dissatisfying,� 5:� much�more� satisfying)

4.65(.57)

지 않아서 시간이 절약됨(47.0%) 등이 주요 만족 이유였다. 

이 외에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설명 방법이어서 흥미 유발

(21.2%)도 있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설명을 다시 볼 수 

있음, 수업 시간에 직접 동영상을 안 찍어도 됨, 이해하기 

쉬움 등이 있었다(Table 6).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 방법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다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없음(69.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컴퓨터와 스크린이 있는 강의실로 이동해야 해서 불편함

(15.2%), 이미 촬영된 장면 이외의 모습은 볼 수 없음

(10.6%), 교수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이지 않아서 이해가 어

려움(6.1%), 교수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이지 않아서 집중이 

잘 안됨(3.0%) 등도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실물 샘플

을 잘 확인할 수 없음이 있었다(Table 6). 의복구성 강의가 

보통 도제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강의실에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수

강생 특성 및 교육방식의 변화에 맞춰서 이러한 기기 설치

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동영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봉제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강의실에 실물 샘플을 놓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

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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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enefits� and� Challenges� of� Video� Demonstration� (Multiple� Responses,� N=66)

N Case� %

Benefits

Close-up� view� of� the� sewing� process� 45 68.2

Presentation� of� the� entire� sewing� process 44 66.7

Shorter� wait� time� without� the� need� for� group� teaching 31 47.0

A� new� type� of� a� teaching� tool� utilizing� technology� makes� learning�

interesting.
14 21.2

Others 11 16.7

-Can� watch� the� demonstration� again 9 13.6

-No� need� to� shoot� a� video� of� instructor’s� demonstration� 1 1.5

-Easy� to� understand 1 1.5

Challenges

None 46 69.7

Inconvenience� of� moving� to� the� other� classroom� equipped� with� a�

computer� and� screen
10 15.2

Can� only� see� the� pre-recorded� scene 7 10.6

Hard� to� understand� because� the� demonstration� is� not� given� on� the� spot� 4 6.1

Hard� to� remain� focused� because� the� demonstration� is� not� given� on� the�

spot
2 3.0

Others

-Cannot� refer� to� the� sewing� sample� much
1 1.5

5.� 수강생이� 선호하는� 봉제� 강의법

수강생이 선호하는 봉제 ‘강의자료’를 서양의복구성실습 1, 

2 수강생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했다(Table 7).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어서 카이제곱 검정 대신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이 선호하는 강의

자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 두 집단 모두 사진

과 글로 된 문서 자료보다 동영상을 훨씬 선호했으나

(81.4%, 90.9%), 선호하는 동영상 종류가 달랐다. 동영상에 

자막만 있었던 서양의복구성실습 1 수강생은 자막만 있는 

동영상(67.4%)을 가장 선호했고, 자막과 나레이션이 모두 

있는 동영상(7.0%)과 나레이션만 있는 동영상(7.0%)은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 반면 자막과 함께 나레이션이 제공된 서양

의복구성실습 2 수강생은 자막과 나레이션이 모두 있는 동

영상(63.6%)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자막만 있는 동

영상(27.3%)을 선호했으며, 나레이션만 있는 동영상은 아무

도 선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레이션 뿐만 아니라 

자막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영상에 나레이션만 넣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자막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봉제 ‘설명 방법’은 Table 8과 같다. 

응답자들은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을 더 선호하기는 했으나,

실물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 역시 여전히 선호했다. 응답자

들은 봉제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으며(39.4%), 13.6%는 각자 동영상 강의를 보

고 학습하고 수업 시간은 질문 및 평가 시간으로 활용하기

를 원했다. 한편, 31.8%는 단계별로 완성된 실물 샘플에 핀 

시침하며 설명하는 전통적인 설명 방법을 선호했고, 10.6%

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봉제를 하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선

호했다. 기타 응답을 한 7.6%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

는 것과 실물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을 모두 선호했

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과 실물 샘플을 이용한 

전통적인 설명 방법의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두 방

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동영

상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에도 일부 학생들에게는 실물 샘플

을 보여주며 추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영상에서 개선을 원하는 점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여 서

양의복구성실습 1, 2 수강생 응답을 교차분석했다(Table 9). 

두 집단 모두 개선할 점이 없다(54.5%, 57.1%)는 응답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노루발을 사용한 영상 추가

(15.9%, 9.5%), 나레이션 추가(13.6%, 9.5%), 화질 더 선명

하게 하기(11.4%, 9.5%) 등을 선택했다. 평균 영상 길이가 

8분 정도(3분 56초-10분 50초)였던 서양의복구성실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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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ferred� Type� of� Supplemental� Learning�Material

Preferred� Type

Apparel�
Construction� 1

(N=43*)

Apparel�
Construction� 2

(N=22)

Total
(N=65)

Fisher’s� exact�
test� value

N % N % N %

Video

With� subtitles 29 67.4 6 27.3 35 53.8

23.002***

With� narration� and�

subtitles
3 7.0 14 63.6 17 26.2

With� narration 3 7.0 0 0.0 3 4.6

Subtotal 35 81.4 20 90.9 55 84.6

Document� with�

text� and� images

E-document� (PDF,� PPT) 3 7.0 1 4.5 4 6.2

Printout� 3 7.0 1 4.5 4 6.2

Others

-Printout� and� e-document
1 2.3 0 0.0 1 1.5

Subtotal 7 16.3 2 9.1 9 13.8

Others
Video� with� subtitles,�

printout,� and� e-document
1 2.3 0 0.0 1 1.5

*Missing� value:� 1� � �

***p<.001

Table� 8.� Preferred� Type� of� Demonstration� (N=66)

Preferred� Type N %

Demonstration� with� videos 26 39.4

Demonstration� with� sewing� samples� 21 31.8

Individual� learning� with� videos� using� class� hour� for� Q&A� or� assessment 9 13.6

Live� sewing� demonstration� (The� instructor� makes� garments� in� class.) 7 10.6

Others�

-Demonstration� with� videos� and� demonstration� with� sewing� samples�
3 7.6

수강생은 영상 길이 줄이기(9.5%)를 원하기도 했다. 

  강의법에 대한 의견, 평가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주관

식 문항을 통해서 객관식 문항에서 놓칠 수 있는 내용을 파

악했다. 총 25명이 주관식 문항에 의견을 남겼으며, 동영상

을 이용한 강의법에 대해 22명은 긍정적, 1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명은 동영상과 관련 없는 기타 사항에 대

해 서술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동영상을 이용한 강의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

들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큰 도

움이 되었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더 

많은 동영상 제공을 원했고, 가능하다면 모든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나레이션도 추가하기를 원했다. 또한 수

강생 A와 F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동영상과 더불어 실

물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도 원했다. 아래의 응답들은 

동영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및 의견을 보여준다. 

“동영상 설명을 통해 어려운 봉제 부분을 조금 더 이

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쉽

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편했고 더불어 동영상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직접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봉제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비교적 쉬운 설명은 실물 

샘플과 교수님의 설명으로, 어려운 봉제는 교수님 설

명과 더불어 동영상 강의를 선호한다.” (수강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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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mprovements� Needed� in� Videos� (Multiple� Responses)

Apparel�
Construction� 1

(N=44)

Apparel�
Construction� 2

(N=21*)

Total
(N=65)

N % N % N %

None 24 54.5 12 57.1 36 55.4

Make� videos� using� various� sewing�machine� feet 7 15.9 2 9.5 9 13.8

Add� narration 6 13.6 2 9.5 8 12.3

Make� images� clearer� 5 11.4 2 9.5 7 10.8

Provide� more� detailed� subtitles 2 4.5 1 4.8 3 4.6

Make� videos� longer 3 6.8 0 0.0 3 4.6

Make� videos� shorter 0 0.0 2 9.5 2 3.1

Show� instructor’s� face 1 2.3 1 4.8 2 3.1

More� professional� video� editing 2 4.5 0 0.0 2 3.1

Make� subtitles� simpler 0 0.0 1 4.8 1 1.5

Make� voice� sound� clearer N/A N/A 1 4.8 1 1.5

Add� sound� effects 1 2.3 0 0.0 1 1.5

Add� background�music 1 2.3 0 0.0 1 1.5

Others

-Slow� the� videos� down
1 2.3 0 0.0 1 1.5

*Missing� value:� 1� �  

  

“동영상 자료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자세히, 

천천히 다시 돌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강생 

B)

“더 많은 동영상 자료 활용. 나레이션 추가” (수강생 

C)

“옷을 만드는 전체 봉제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고, 

고화질로 부분 확대 영상을 한번 더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 D)

“설명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프린트나 동영상 같은 것도 잘 되어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수강생 E)

“설명 없이 각자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과제를 진행하며 

수업 시간은 질문 및 평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

장 좋지만, 이것과 ‘단계별로 완성된 실물 샘플을 핀으

로 시침하며 설명’하는 것이 함께 이뤄질 때 가장 효

과적” (수강생 F)

  한 응답자는 실물 샘플을 보여주며 조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단점을 언급했다.

“자세한 설명 좋았어요. 조별로 나누는 것도 좋긴 

했는데 나중에 들을 때는(나중에 설명을 듣는 조일 

때에는) 30분 동안 할 거 없이 앉아있다가 들어야 

해서 시간이 조금 아까웠습니다.” (수강생 G)

이 응답자가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물 샘플을 가

지고 설명할 때에는 샘플이 잘 보이도록 조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하

지만 강의자료로 동영상을 제공한다면 대기 시간 동안 동영

상을 보며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조별로 나눌 필요 

없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한번에 설명할 수도 있어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동영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동영상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학습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불

편한 점을 지적하며 문서 자료를 더 선호한다고 했다.  

“영상이 이해가 잘 되기는 한데 종이는 내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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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고 얼마나 남았고 어느 단계인지가 한눈에 보여

서 좋음. 근데 종이만 보고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움. 

종이로만 이해가 되면 저는 강의자료를 종이로 볼 것 

같아요.” (수강생 H)

이처럼 문서 자료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사진과 글로 이루어

진 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동영상은 추가 자료로 제공

한다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영상 중간중간 

목차를 넣어서 전체 내용 중 어느 단계인지를 알려주면 학

생들이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도 좋고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

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동영상을 활용한 설명과 강의자료가 봉제 교육에 

효과적인지 밝히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봉제 강의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의복구성 강의에 동영상을 이용했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문서 자료보다 동영상 

자료의 학습효과, 만족도, 활용도가 더 높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봉제 강의자료로 문서보다 동영상을 선호했다. 

반복 학습,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학습, 봉제 전체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동영상 자료에 만족하는 주요 

이유였다. 

  둘째, 나레이션 유무에 따라 동영상 자료의 학습효과와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레이션과 자막이 

함께 제공된 집단과 자막만 제공된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나레이션과 자막이 함께 제공된 집단에서 동영상 자료의 

학습효과와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나레이션과 자막이 

함께 제공된 집단은 나레이션이 자막보다 학습에 더 

효과적이고 더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나레이션이 있으면 

영상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이해가 더 쉽다고 했다. 

그러나 나레이션의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스피커를 켤 수 없거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번 

들었으므로 자막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서 나레이션을 

항상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레이션이 제공된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영상은 나레이션과 자막이 모두 있는 

영상이었으며 나레이션만 있는 영상은 전혀 선호하지 

않았다. 반면 자막만 제공된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영상은 

자막만 있는 영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나레이션이 자막보다 학습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자막은 

영상의 내용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레이션을 넣는 

경우에도 자막이 함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물 샘플에 핀 시침하는 전통적인 설명 방법보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이 학습효과,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강의자료처럼 선호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할 경우 교수의 시범을 크게 

볼 수 있고, 생략없이 작업 전체 과정을 볼 수 있고, 조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감이 부족하여 이해나 집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정 

설명 방법이 압도적으로 선호되지는 않으므로,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과 실물 샘플을 이용한 설명 방법을 혼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가령 조를 나누지 않고 동영상을 보여주며 

한 번에 설명한 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물 샘플을 이용하여 간단히 추가 설명을 하거나, 전반부 

설명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후반부 설명은 조를 나누어서 실물 샘플을 보여주며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물 

샘플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수업 시간에 실물 샘플을 

강의실에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영상을 이용한 봉제 강의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더 많은 동영상 자료, 나레이션 

추가, 다양한 노루발 사용을 원했다. 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동영상 자료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나레이션까지 넣으면 영상 제작, 편집이 복잡해지며 영상이 

길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매 학기말 

학생들에게 동영상 자료가 꼭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여 

동영상을 점차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1차 영상은 

자막만 넣어서 짧게 제작한 후, 수업 시간에 그 영상을 

틀고 설명하면서 컴퓨터로 화면과 목소리를 녹화하여 

나레이션이 있는 긴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추가 편집없이 ‘나레이션과 자막이 있는 긴 영상’과 ‘자막만 

있는 짧은 영상’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서 강의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노루발 모양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주로 지퍼 봉제이므로 지퍼 봉제 

영상은 공업용 지퍼 노루발, 가정용 지퍼 노루발, 컨실지퍼 

노루발 등 다양한 노루발을 사용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은 문서처럼 학습 내용 및 진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동영상 중간중간 목차를 

넣어서 전체 내용 중 어느 단계인지를 알려주면 학생들이 

진도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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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봉제 교육자료로서 동영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Z세대의 교육에 온라인 

동영상이 효과적이라는 Seemiller and Grace(2016)의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동영상 자료는 학생들이 패션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교수의 자세한 설명 및 교육용 

교재 부족(Choi, 2016; Kim, 1999)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동영상의 학습 효과 확인에서 

더 나아가서 ‘대면 실습강의’에서 동영상을 ‘설명 도구’로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나레이션, 자막, 

학생들에게 익숙한 도구(노루발), 목차 사용 등 동영상의 

학습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그간 도제식 교육 방법으로 

인해 의복구성 강의실에 컴퓨터, 스크린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새로운 세대와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실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 수업의 

특성상 여러 학기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설문 대상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봉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에 적합한 강의법을 시도하고 

제안하여 패션 교육 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Anderson, M., & Jiang, J. (2018). Teens, social media an

d technology 2018.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Ja

nuary 5, 2022, from http://www.pewinternet.org/2018

/05/31/teens-social-media-technology-2018/

Bender, D., & Vredevoogd, J. (2006). Using online educa

tion technologies to support studio instruction. Educati

onal Technology & Society, 9(4), 114-122.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03746

79_Using_Online_Education_Technologies_to_Support_St

udio_Instruction

Broadfoot, O., & Bennett, R. (2003). Design studios: On

line? Comparing traditional face-to-face design studio 

education with modern internet-based design studios. 

Apple University Consortium Academic and Developers 

Conference (pp. 9-21). Frenchs Forest, Australia: Appl

e University Consortium. Retrieved from http://citeseer

x.ist.psu.edu/viewdoc/summary?doi=10.1.1.124.3548  

Boorady, L., & Hawley, J. (2008). The wonders of 

technology: Teaching becomes virtua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6(2), 131–142. doi:10.

1177/0887302X08315177

Choi, H. (2016).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mportance about the curriculum of fashion design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 

149-157. doi:10.7233/jksc.2016.66.6.149

Dimock, M. (2019).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

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January 5, 2022, from http://pewresearch.org

/fact-tank/2019/01/17/where-millennials-end-and-gene

ration-z-begins/

Generation Z: new insights into the mobile-first mindset 

of teens. (n.d.). Think with Google. Retrieved January 

5, 2022, from https://storage.googleapis.com/think/doc

s/GenZ_Insights_All_teens.pdf

Getting to know Gen Z: Exploring middle and high sch

oolers’ expectations for higher education. (n.d.). Barns 

& Noble College. Retrieved January 5, 2022, from htt

ps://next.bncollege.com/wp-content/uploads/2015/10/

Gen-Z-Research-Report-Final.pdf

Kincade, D., Turner, W., Solis, O., & Dull, E. (2018). 

Assessing millennials in college‐level fashion design 

studios: A study of evidence‐base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38(1), 47-59. doi:10.1111/jade.12167

Kim, H. (1999). A Study on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for the dept. of fashion design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6, 

89-108. Retrieved from https://www.koreascience. 

or.kr/article/JAKO199911919951261.pdf

Kim, L., & Park, M. (2005). A study on the distance 

learning education for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5(3), 150-163. 

Retrieved from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 

util/originalView.do?cn=JAKO200502637231057&oCn=J

AKO200502637231057&dbt=JAKO&journal=NJOU002

92081

Kwon, Y., & Rhew, S. (2018). Teaching a fashion design 

studio course in distance education: A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8(5), 

107-127. doi:10.7233/jksc.2018.68.5.107



118� � � � � � 패션비즈니스� 제26권� 1호

Lee, J., & Lee, M. (2020). Students’ online fashion 

studio class experience and factors affecting their class 

satisfac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4(6), 

135-147. doi:10.12940/jfb.2020.24.6.135

Lim, H., & Park, H. (2005). Avatar application for 

fashion cyber educa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9(4), 1-15. Retrieved from http://www.koreascience. 

or.kr/article/JAKO200531559976977.page

Montenery, S., Walker, M., Sorensen, E., Thompson, R., 

Kirklin, D., White, R., & Ross, C. (2013). Millennial 

gene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multiple technologies on learn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4(6), 405–409. doi:10.5480/10-451

Oomen-Early, J., & Early, A. (2015). Teaching in a 

millennial world: Using new media tools to enhance 

health promotion pedagogy. Pedagogy in Health 

Promotion, 1(2), 95-107. doi:10.1177/237337991557 

0041

Park, E., & Cho, H. (2015). The influences of learners’ 

self-efficacy on class satisfaction in learning practical 

basic sewing.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7(1), 13-24. Retrieved from https:

//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 20150995711506

0.pdf

Park, J. [Jiyong]. (2011). Design education online: Learni

ng delivery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30(2), 176-187. doi:10.1111/j.147

6-8070.2011.01689.x

Park, J. [Juyeon]., Kim, D., & Sohn, M. (2011). 3D sim

ulation technology as an effective instructional tool for 

enhancing spatial visualization skills in apparel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nd Design Educat

ion, 21(4), 505-517. doi:10.1007/s10798- 010-9127-3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doi:10.1108/ 

10748120110424816.

Purcell, K., Heaps, A., Buchanan, J., & Friedrich, L. 

(2013). How teachers are using technology at home 

and in their classrooms. [PDF document]. Retrieved 

January 5, 2022, from https://www.pewresearch.org

/internet/wp-content/uploads/sites/9/media/Files/Rep

orts/2013/PIP_TeachersandTechnologywithmethodolo

gy_PDF.pdf 

Seemiller, C., & Grace, M. (2016). Generation Z goes to 

college (1st ed.) [Kindle version]. Retrieved from 

https://www.amazon.com/Generation-Goes-College-Co

rey-Seemiller-ebook/dp/B019YNNZAA

Seemiller, C., & Grace, M. (2017). Generation Z: 

Educating and engaging the next generation of st

udents. About Campus, 22(3), 21-26. doi:10.100

2/abc.21293

Seemiller, C., & Grace, M. (2019). Generation Z: A 

century in the making (1st ed.) [Kindle version]. 

Retrieved from https://www.amazon.com/Generation 

-Century-Making-Corey-Seemiller-ebook-dp-B07K52

C97N/dp/B07K52C97N/ref=mt_other?_encoding=UTF8

&me=&qid= 

Slocum, A., & Beard, C. (2005). Development of a CAI 

module and comparison of its effectiveness with 

traditional classroom instruc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3(4), 298-306. doi:10.1177/ 

0887302X0502300410

Received� (January� 5,� 2022)

Revised� (January� 25,� 2022)

Accepted� (February� 9,�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