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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개발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
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적 전문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과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품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 운영 현황 및
특성화 방향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대학에 개설된 제품개발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해당 대학의 웹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에 근간하였다. 국내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은 단일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과별 특성화 분야 및 교과과정
규모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외 대학의 교과과정은 국내 대학과 차별화된 학제간 연계, 다양한 교과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산학연계를 운영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제품개발 교과과정에 대한 운영 현황 및 특성은 신규
교과과정 개발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제품개발 교과과정, 교과과정 개발, 학제간 연계 모델, 산학연계 모델, 교과과정 프로그램 다양화

Abstract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product development (PD) being essential in industr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with differentiated products, the PD curricula of domestic universities are in need of restructuring to 
better provide a comprehensive and diverse spectrum of knowledge as well as practical experiences for PD. We 
compared the PD curricula of selected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and identified advanced features of PD curricula.
The major portion of the information used in our benchmarking of the seven, three domestic and four foreign, 
universities is obtained through their official websites. At domestic universities, the PD curricula comes in different sizes
and is administered at the departmental level. On the other hand, each foreign university has her own unique form of PD
curricula which is formulated on the firm basis of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mong schools of Engineering, 
Management, and Arts with diversified program options ranging from giving course credits to offering various certificates
and degrees. The industrial sponso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and mentorship at foreign universities is much
more noticeable than at domestic universities. The surve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o 
develop an effective PD curriculum.
Keywords: Product development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 Industry- 

academic collaboration model, Program option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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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제품 개발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Dym et al.(2005)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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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가속화, 소비자 요구 다양화) 상에서 경쟁 기

업과 차별화된 제품의 설계와 개발은 기업의 시장 경

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Ulrich and 

Eppinger(2003)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

된 신제품의 적시 개발은 기업 생존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기업들은 제품개발을 전담하는 센터를 개설하

고, 제품개발 업무를 전담할 인력 양성 및 확보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 전기는 2003년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북선 센터를 설립하였고(장동준, 

2004), LG 전자는 혁신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제품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오상헌, 

2004).

제품개발 전문 인력은 제품개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더불어 제품개발 전반 과정에 대한 통합적 시

각 및 경험을 필요로 한다. 제품개발 전문 인력은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며 혁신적인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 관련 된 다양한 부문(예: 기

획, 타당성 분석, concept 개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Rozenfeld et al., 2005). 또한, 제품개발 전문 

인력은 고객과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제

품개발 과정에 접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경험

을 필요로 한다(Todd et al., 1993). 

국내 대학은 국외 유수 대학과 비교하여 제품 개발

에 대한 학제적 교육과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

램 운영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대학은 단일학과(예: 

산업디자인, 기계공학) 중심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을 운

영하고 있어, 학제 간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제

품 개발 전반에 요구되는 융합적 지식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이원섭 외, 2008; 정기효 외, 2008). 

반면, 국외 유수 대학은 통합적 시각과 실무 경험을 겸

비한 제품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제간(예: 

경영, 공학, 디자인) 협동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교과과정에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rnegie Mellon University(CMU)

는 공학과 디자인, 그리고 경영을 연계한 제품개발 석

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CMU, 2006), MIT는 

제품개발관련 교과목에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예: 

산학연계 프로젝트, 산업체 조언자(mentor) 운영, 강

연회 개최)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다(MIT, 2006).

본 연구는 국내/외 유수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

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제품개발 교과과정 개설 현

황 및 운영 모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벤치마킹 조사

는 국내/외 7개 대학(국내: 4개, 국외: 3개)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예: 학과 단독, 학제 연계 프로그램, 제품개발 

센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된 교과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 대학의 제품

개발 교과과정 운영 현황 및 학과별 특성화 방향을 파

악하였고, 국외 대학의 학제간 연계, 프로그램 유형, 그

리고 산학연계에 대한 운영 모델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벤치마킹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품개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외 7개 대학(국내: 4개 대학, 국외: 3개 대학)을 선정

하여 세부 정보를 취합하였다. 조상 대상 국내 대학들

은 (1)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체계적인 제품

개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왔으며 (2) 인터넷을 통해 

교과과정에 대한 세부 교육 내용 및 운영 정보를 제공

하는 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선정된 국

내 대학에 대해 공학, 경영, 디자인을 제품개발과 연계

하여 교육하고 있는 3개 학과(기계공학, 산업공학, 산

업디자인)를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국외 대학(CMU, MIT, Stanford)들은 (1) 제품 

개발 교과과정 개설 역사와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예: 학제 연계, 산학 연계)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선

정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선정된 대학의 교과과정들에 대해 <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기본 정보(3개 항목), 운영 방

식(7개 항목), 그리고 교과과정 특성(6개 항목) 측면에

서 심층 분석하였다. 첫째, 제품개발 교과과정의 기본 

정보로서 교과과정의 개설 연도, 교육 대상, 교육 목표

가 조사되었다. 둘째, 교과과정의 운영 방식에 대해, 참

여 교수 수, 학위 수여 방식, 학제간 연계 운영과 같은 

정보가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특성화 측면

을 파악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을 요소과목(cornerstone 

course)과 종합과목(capstone course)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품 개발 교육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기술, 인간, 미학, 비즈니스와 경영, 윤

리와 법)로 세분화하여, 요소과목은 특정 부문을 전문

적으로 교육하는 과목으로, 종합과목은 다양한 부문의 

지식을 제품 개발 및 설계에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과

목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기술 부문의 요소

과목으로는 CAD나 제조공학, 종합과목으로는 제품개

발 프로젝트나 공학설계 과목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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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벤치마킹 조사 내용

<Table 1> Identified features of benchmarking 

구분 조사 항목

기본정보
개설 연도
교육 대상
교육 목표

운영방식

참여 교수 수
학위 수여 방식(학점, 수료 인정
서, 학사/석사 학위)
학제간 연계 운영 모델
산학 연계 운영 모델
학부와 대학원 연계 운영 모델
수업과 연구실 연계 운영 모델
특정 주제 기획 세미나 모델

교과과정
특    성

요소과목
(Cornerstone 

Course)

기술(Technology)
인간(Human)
미학(Aesthetics)
비즈니스와 경영(Business and 
Management)
윤리와 법(Law and Ethics)

종합과목
(Capstone 
Course)

종합(Synthesis)

제품개발 교과과정 벤치마킹 분석을 위한 대학별 교

과과정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었다. 대부분 자료

는 제품개발 교과과정과 관련된 대학 홈페이지 및 교

과과정 요람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추가로 필요한 교

과과정 정보는 대학의 담당자와 전자우편 서신을 통해 

획득되었다. 제품개발 교과목에 대한 내용 및 특성 조

사는 해당 대학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교과과정 특성 분석 방법

제품개발 교과과정의 규모와 특성화 교육 분야를 파

악하기 위해 교육 분야별 개설된 과목의 학점 수가 분

석되었다. 조사대상 대학에 제품개발 교육 분야(6개; 

기술, 인간, 미학, 비즈니스와 경영, 윤리와 법, 종합)별 

개설된 과목의 학점수를 파악하여 [그림 1]에 정리하

였다. [그림 1]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해당 제품개발 교

육 분야에 따라 그룹으로 묶었고, 유사한 내용을 다루

는 과목들은 같은 줄에 나타냈다. 또한 하나의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3학점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은 

과목명과 함께 학점 수를 표기하였다. [그림 1(a)]를 

예로 들면, A대학의 산업공학과에서는 제품개발과 관

련하여 기술 분야 3학점, 인간 분야 9학점, 비즈니스와 

경영 분야 6학점, 종합 분야 6학점을 운영하고 있어 상

대적으로 인간 부문의 교육이 특성화되어 있음이 파악

되었다. 또한, 하나의 교과목에서 두 개 이상의 제품개

발 관련 교육 분야를 강의하는 경우는 학점을 해당되

는 분야의 수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3학점 과목에서 

기술 분야와 미학 분야를 교수하는 경우, 3학점을 2로 

나누어 기술 분야와 미학 분야에 각각 1.5학점을 부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간의 교과과정 규모 비교를 

(a)산업공학과

  

(b)기계공학과

[그림 1] 국내 대학의 제품 개발 관련 교과과정 특성 

분석 예

[Fig. 1] Specialization analysis result of domestic 

universities' product development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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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쿼터 학기(8주)제 학점은 0.5를 곱해 학기제

(16주) 학점으로 변환되었다. 예를 들면, 8주간 강의되

는 쿼터 학기제의 3학점은 16주간 강의되는 학기제 

1.5학점으로 변환되었다.

Ⅲ. 분석결과

1. 국내 대학

국내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은 단일 학과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과별 특성화 분야 및 교과과정 

규모가 학과별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과별 제

품개발 교과과정의 특성화 분야 및 교과과정 규모를 

도식화한 [그림 2]는 세 개 학과 모두 종합 과목(산업

공학: 평균 4학점, 기계공학: 평균 9.3학점, 산업디자

인: 평균 9.5학점)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

으나, 학과에 따라 규모와 특성화하고 있는 교육 분야

가 상이함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제품개발 교과과정

의 규모는 산업공학과(평균 20학점) 대비 기계공학과

(평균 28학점)는 1.4배, 산업디자인학과(평균 38학점)

는 1.9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림 3]과 같

이 기계공학과는 제품개발 관련 5개 교육 분야 중 기

술 분야(67%), 산업공학과는 인간 분야(34%)와 비즈

니스와 경영 분야(36%), 산업디자인학과는 인간 분야

(21%)와 미학 분야(29%)에 각각 특성화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림 2] 학과별 교과과정 특성화 분야 및 규모

[Fig. 2] Specialization direction and size of product 

development curriculum of each department

    

(a)산업공학과 (b) 기계공학과

(c) 산업디자인학과

[그림 3] 학과별 제품개발 관련 교육 분야별 강의 비율

[Fig. 3] Each element's teaching portion of product 

development curriculum of each department

또한, 국내 대학들은 학과별 특성에 따라 종합과목

의 내용을 상이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기계공학과는 기계 설비 설계, 산업현장의 기계 

및 전자시스템 설계 개선, 기술과 기계 

기반의 신제품 설계와 같은 기계 시스템 개발을 중

심으로, 산업공학과는 제품 아이디어 개발 및 구현, 제

품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디자

인학과는 미학적 설계, 제품 디자인 창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디자인 개념 창출과 같은 디

자인적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2. 국외 대학

국외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은 국내 대학과 차별

화되는 세 가지 측면(학제간 연계 운영 모델, 이수구분

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산학연계 운영 모델)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국외 대학은 제품개발 

관련 학문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제간 교과과

정을 개설하고 있다. 둘째, 국외 대학은 제품개발 교과

과정 수강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과

과정 프로그램(예: 학사 학위, 수료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 대학은 대학과 산업체가 상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학제간 연계 운영 모델

국외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은 <표 2>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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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제간 연계 운영 모델

<Table 2>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

구분 방식 개설 대학 및 교과과정 예시
학과 단독 학과 단독 운영 MIT의 기계공학

Stanford의 기계공학

학제 연계
공학+디자인 Stanford의 Joint Program
공학+경영 MIT의 System Design and Management(SDM)

Stanford의 Alliance for Innovative Manufacturing(AIM)
공학+경영+디자인 CMU의 Master's in Product Development

제품개발센터 교육/연구 주관 MIT의 Center for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CIPD)

것과 같이 교과과정 운영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학

과 단독, 학제 연계, 제품개발 센터)으로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학과 단독 교과과정 운영은 국내 대학과 같이 

단일 학과가 제품개발 관련 교과과정을 독자적으로 운

영하는 모델이다. 반면, 학제 연계 운영은 제품개발 관

련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

는 모델이며, 센터 운영은 대학에 소속된 독립적 기관

이 제품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산업체 위탁 연구를 전

담하여 수행하는 운영 모델이다. 이 중에서 규모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센터 운영 모델은 국외 유수 대학들

에서도 현 시점에서 흔하지 않게 시행되고 있음이 파

악되었다. 

학제 연계 운영모델은 참여하는 학제에 따라 크게 

1) 공학+디자인 모델 2) 공학+경영 모델, 3) 공학+디

자인+경영 모델로 세분화되며, [그림 4]와 같이 운영

모델에 따라 교육주제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첫째, 공학+디자인 모델은 공학계열의 학과와 

디자인계열의 학과가 연계된 운영 모델로서, 공학계열

은 기술과 종합응용 교과목을 담당하고 디자인계열은 

미학에 관련된 교과목을 담당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한

다. 따라서 공학+디자인 모델은 [그림 4(a)]와 같이 

기술과 미학에 특화된 제품개발 교육을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Stanford의 Joint Program은 기계공학과와 

Art & Art History학과가 연계하여 제품개발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있다. 둘째, 공학+경영 모델은 공학계

열의 학과와 경영계열의 학과가 연계된 운영 모델로서, 

공학계열은 기술과 종합응용 교과목을 담당하고, 경영

계열은 비즈니스와 경영을 담당하여 교과과정을 운영

한다. 공학+경영 모델은 [그림 4(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품개발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경영 분야에 차별

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MIT의 SDM은 

Engineering Systems Division과 Sloan School of 

Management가 연계하여 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a) 공학+디자인 (b) 공학+경영

(Stanford Joint Program) (MIT SDM)

(c) 공학+디자인+경영

(CMU Master's in Product Development)

[그림 4] 학제 연계모델 별 교과과정 특성

[Fig. 4] Specialization of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s

System Design과 Product Development 석사 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경영+디자인 모

델은 공학, 경영, 디자인 계열의 학과가 참여하는 운영

모델로서, 공학계열은 종합과목을 담당하고, 경영계열

은 비즈니스와 경영과목을 담당하며, 디자인 계열은 미

학과목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학+경영+디자인 모델은 

[그림 4(c)]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품개발과 관련된 공

학, 경영, 디자인 부분을 융합하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

공한다. 예를 들어, CMU의 Product Design 석사과정

은 기계공학과,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dministration, School of Design이 연계하여 2년 이

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실무자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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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수 구분에 따른 유형

<Table 3> Type of program option

구분 설명 사례
학점 교과목 학점 제공 MIT 기계공학, Stanford 기계공학, MIT CIPD

수료 인증서 이수 시 certificate 제공 Stanford AIM
학위 제품설계 및 개발 관련 학사/석사 학위 제공 MIT SDM, Stanford Joint Program, CMU Master's in Product 

Design

<표 4> 산학연계 운영 모델

<Table 4> Industrial sponsorship model

구분 사례

학교 혜택

Industry mentor Course project review 및 방향 제시
기술(설계, prototyping, testing) 지원

재정 지원 Course project 운영비 및 기자재 지원
특허 출원비 지원

설계/현장 문제 제공
제품 사양 제공 및 설계 지원
기존 제품 개선
생산 라인 개선

산업체 혜택
교육, 기술 및 지식 공유
특허 및 제품 design solution 확보
제품개발 고급 인력 pool 확보

나. 학제간 연계 운영 모델

국외 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은 과정 이수 시 수

강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위 형태에 따라 <표 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학점, 수료 인증서, 학사/

석사 학위)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점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과 같이 제품 개발 교과목을 수강하면 해당 과목

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표 3>을 예로 들면, MIT 기계공학과는 제품 개발

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개설된 과목 수

강 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제공한다. 반면, 수료 인증

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정된 수의 교과목을 이수

할 경우 제품개발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했다는 인증서

를 제공한다. <표 3>을 예로 들면, Stanford AIM 프로

그램은 실무 경험이 있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대

상으로 제품개발 관련 3개 분야(Methods & Process, 

Management & Strategy, Economic Modeling & 

Finance)에 대한 1~2 과목씩을 수강하면 수료 인증서

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사 또는 석사 학위 프로그

램은 제품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교과목을 수강하면 

학위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표 3>을 예로 들면, MIT

에서는 SDM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

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Stanford Joint 

Program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다. 산학연계 운영 모델

산학연계 운영 모델은 대학과 산업체가 산학연계를 

통해 상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립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참조).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체가 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는 제품 개발 전문가 참여, 재정지원, 그리고 실

제 설계 문제 제공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제

품 개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제품개발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조언해 주며, 

재정지원 협약을 통해 제품개발 프로젝트 운영 시 소

요되는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대학이 산업

체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는 제품개발 기술 공유, 특

허 및 신제품 설계 idea 개발, 그리고 제품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있다.

Ⅳ. 토의

본 연구는 국내/외 대학의 제품개발 관련 교과과정

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제품개발 교과과정 특성

화 분야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 대학은 단일 

학과 주관으로 특성화된 교육 분야의 교과목을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제품개발과 관

련된 교육 분야(기술, 인간, 미학, 비즈니스와 경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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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법) 중에서 기계공학과는 기술 분야, 산업공학과

는 인간 분야 및 비즈니즈와 경영 분야, 그리고 산업디

자인과는 인간 분야와 미학 분야의 주제에 특성화되어 

있다. 한편, 국외 대학은 학제간 연계 및 산학 연계를 

통해 융합적, 실제적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CMU는 제품개발 관련 세 개 분야의 학과(공학, 디자

인, 그리고 경영학)가 연계되어 Master's in Product 

Development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Stanford에서

는 산학연계를 통해 제품개발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산업체 전문가의 조언 및 재정지원을 산업체로부터 받

고, 창출된 지적 재산을 대학에서 참여 기업에 이전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제품개발 전문 교과과정 개발 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운영모델(학제 연계 모델, 

프로그램 운영 모델, 산학 연계 모델)을 파악하였다. 

먼저, 학제 연계모델은 세 가지 유형(공학+디자인, 공

학+경영, 공학+경영+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학제간 연계에는 세 개 학문 분야(공학, 디자인, 

경영)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모델은 세 가지 형태(학점, 수료 인증서, 학위 수

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학 연계 모델은 대

학과 산업체가 상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립하

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였

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제약이 있었으나, 교과과정 담

당자와의 전자우편 서신을 통해 교과과정의 현황 및 

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분석에 근간이 된 교과목 정보는 인터넷 상에 게시

된 정보(예: 강의 계획서, 강의자료)로서, 인터넷 상에 

게시되지 않는 교과과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수집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교과과정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인터넷 상에 누락된 경우, 교과과정 관계자와의 전자우

편 서신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제품개발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 및 모델은 P대학의 제품개발 교과과정 개발에 유

용하게 활용되었다. 본 연구진은 파악된 정보에 근간하

여 제품개발 교과과정 체계를 수립하는 후속연구를 수

행하였다. 제안된 교과과정 체계는 [그림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5가지(학제간 협력, 산학 협력, 교과과정 체

계화, 교육 품질, 다양한 프로그램) 특성화 전략을 기

반으로 세부 실행 과제가 설정되었다. 예를 들면, 학제

간 협력은 P대학 및 인근 대학과 연계를 통해 공학, 미

학, 경영학 분야가 융합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

며, 산학 협력은 제품개발공학 과목에 기업체를 참여시

[그림 5] P대학 제품개발 교과과정의 특성화 부문 및 

방향 예시

[Fig. 5] specialized element and direction of product 

development curriculum at university P

켜 실제 제품개발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도록 하여 

상호 혜택을 공유하는 운영 방안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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