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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융복합 교육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비록 학
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관점의 지식을 전수받는
다고 해도 다양한 주제에서 발견되는 갈등과 문제점들
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융·복합
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더
라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환경이나 디
자인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의 설계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융·복합적 방향
으로 모색되고 있다. 다학제는 각자의 전문성을 유지하
면서 세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적 연구를 통해 실제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 학제적 접근의 지식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유럽 대학들은 물론 교육체계가 우리와 비슷
한 일본도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문리융합형 산학연
계가 확산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미국 국가
과학재단이 대학원 융복합 박사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매년 석박사과정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만
큼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정부 지원 학술연구 분야에서 학제적 융복합 분야가 주
된 정책적 지원 대상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를 통해 지구
환경 문제, 생명윤리 문제, 과학기술 분야의 부정적인
측면 등 현대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또

는 학문 간 융복합적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후 연구와 교육 양 분야에서 인문ㆍ자연
융합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융복합
교육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교육과 국내외 관련 기업 및 시장과 연계해 적절한
산업체 전문가와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서울대와 성균관대등 일부 대
학에서 융복합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뮨헨공과대학(TUM)의기계공학-산업디자인
융합설계교육

뮨헨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제품개발 전공의 우도 린
더만 교수는 산업디자인과 프리츠 프랭클러 교수와 공
동으로 각과의 학생수 비율을 의무적으로 1:1로 유지하
며‘디자인 및 공학(Design/Ingenieurwesen)’강좌를 개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의내용으로는 엔지니어와 디
자이너 사이의 제품 개발 방법론과 실무적 접근을 다룸
으로써 효율적인 제품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디자이너
로 하여금 통합적인 문제 해결과 협업적 사고를 유도하
도록 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공학과의 린
더만 교수는 엔지니어와 산업디자이너의 협업 방법론
에 주안점을 두어 강의하고 산업디자인과 프랭클러 교

지 해 성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부교수 ㅣ e-mail : jacobjee@hongik.ac.kr

산업 환경이나 디자인 산업의 변화에 영향받아 최근의 설계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융·

복합적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외 및 국내 대학에서의 융합설계교육 진행사항에 대하여 뮨헨공과대

학(TUM: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과 홍익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외디자인-공학 융합설계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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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산업디자인의 공학적 문제-해결 접근 방법론의 관
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본 강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계공학과의 린더만 교수는‘디자인 및 공
학’공동과목을 통해 기존의 기계공학 분야 중심의 강
의로부터 탈피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와의 협업적인 방
법론 및 프로세스에 관한 이론수업과 산업디자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을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바꾸어 강의하
고 있는데 이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학적
(multidisciplinary) 접근과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
근의 복합적 개념인 소위 초학문(transdisciplinary) 라고
지칭하는 통합적 디자인 교육 프레임워크의 융·복합
적 교육 커리큘럼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기계공학과와의 협동강의를 시작한 산업디자
인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감각적이고 컨셉트적인 영
역에 의존하여 산업디자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론보다는 공학분야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설
계 문제에 접근하는 게슈탈퉁(Gestaltung) 철학을 협동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최근
의 산업디자인 교육의 동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산업
디자인과 프랭클러 교수는 덧붙였다.

뮨헨공과대학의 융복합적 제품개발 이론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는데 좌측의 개발 기획에서 시작해서 우측의
디자인(설계) 완성 단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개발분석,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 개발기획, 디자인
(설계) 특성탐구 및 결정, 문제의 조직화 및 구조화, 의
사결정 등의 5가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

그림 1 뮨헨공과대학 제품개발 전공의 융·복합적 제품 개발 이론

(출처: Udo Lindemann 교수의 저서인 Methodische Entwicklung technischer Produkte에서 발초) 

개발분석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

디자인(설계) 완성

의사결정문제의 조직화 및 구조화

개발기획

디자인(설계) 특성

탐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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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다양한 프로세스 유
형이 존재하는 까닭에 절대적으로 정해진 경로보다는
점선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단계별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경로를 따라서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형성된다
는 주장이다. 특히 중앙에 있는 디자인(설계) 특성탐구
및 결정(Lösungsideen ermitteln) 단계는 나머지 6개의
설계 단계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 점이 바
로 융복합 설계의 동기가 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Home Heroes 프로젝트>

2011/12년도 겨울학기 디자인 및 공학 과목 안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명명한 것으로, 29명의 뮨헨공과대
학 기계공학과 및 산업디자인과 소속 학생들이 공동으
로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독일 보쉬 생활가전
(Robert Bosch Hausgeraäte GmbH)의 지원으로, 주방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의 실제적인 요구, 감성적인 품질,
기술적인 문제 해결, 혁신적인 생활 등을 목표로 진행되
었다.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몇 가지 사례를 소
개한다.
프로젝트 1: Check Chonson

그림 2⒜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은 식자재에
대한 자가 관리 시스템이다. 주방에서의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신선도를 라벨상의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본 제품을 통해서 색상과 밝기 등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서 식자재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 2: EineKü Che

그림 2⒝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은 원룸이나
오피스 공간에서 주방가구가 다양한 기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프로젝트 3: Frischhalten

그림 2⒞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은 현재 독
일에서는 매년 1,100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이 중 61%는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
도한 것이다. ‘Frischhalten’이란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해결로서 식자재별 보관법을 시스템화해서 신선도, 사
용기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진공상태로 저장하도
록 제안한 것인데 본 프로젝트 결과물은 2012 독일 연
방으로부터‘Bundespreis ecodesign 2012’상을 수상
한 바 있다.

홍익대와독일아헨공대(RWTH)의기계공학-
산업디자인융합설계교육

홍익대에는 미국의 제네럴모터스를 비롯 세계 다국
적 기업들로 조직된 PACE(Partners for the Advan

그림 2 Home Heroes 프로젝트의 결과물(출처: Industrial Design Jahrbuch 2011 TU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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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재단이
지원하는 PACE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운영목표는
공학 및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품의 전생명주
기(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관련 디지털기
술을 습득, 졸업 후 기업의 자동차개발 관련부서에서 서
로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실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우수한 인력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PACE의 운영목표에 맞추어 홍익대 공과대학 기계시스
템디자인공학과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과
가 참여하여 디자인-공학 협업 제품개발 강좌를 개설하
고자 하였고 PACE 재단이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발맞추
어 전 세계 52개 PACE 대학들끼리 국제적 교류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함에 따라 독일의 PACE 센터
개소대학인 아헨공과대학(RWTH)의 기계공학과도 참

여함으로써 2008년 동 과목이 처음으로 개설되게 되었
다. 이 과목은 이후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 학기 홍익
대 기계공학과와 산업디자인과 학생 각 10명씩, 그리고
아헨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생 10명 도합 30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왔고 지금까지 양교를
합하여 약 30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디자인-공학 협업 제품개발 교과목 교육내용은 간단
한 디자인-공학 협업 제품설계 이론 강의를 홍익대와 아
헨공대 별도로 진행하고 팀별로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 1~10주차는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
학과 및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20명이 아헨공대와 별도
로 비디오녹화 강의 및 프로젝트 진행한다. 11~15주차
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화상회의 및 제품데이터 관리시
스템을 활용해 아헨공대와 홍익대 학생들 간의 온라인
국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6~17주차에 아헨공
대 학생들이 한국을 10일 동안 그리고 17~18주 차에는
홍익대 학생들이 독일을 역시 10일 동안 방문하여 국제
적인 학생 교류를 통한 오프라인 국제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학과목의 진행기간을 일반적인
15~16주 정도의 대학강의기간보다 약 2주 정도 연장된
18주로 잡아서 학생들이 충분한 프로젝트 기간을 갖도
록 대학 행정을 배려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홍익대학
교 공과대학의 융합협업설계의 교육사례를 통해 각 전
공학생들의 타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가 증가함
은 물론, 협업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사료되었다. 특히 본 교
과과정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타국, 즉 독일
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다른 전공으로 만나서 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Collaborative Product Development Project>

다음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학생들이 수
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의 예이다(그림 3, 4는“2010/2011
홍익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워크숍”자료에서 발췌하
였음). 2010년 프로젝트는 바퀴가 2개인 bicycle이 아닌

그림 3 Design hybrid tricycles and make prototypes

의 프로젝트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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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3개인 tricycle의 컨셉트와 함께 설계도면을 제시
하고 해석과 함께 시작품을 제작하였다(그림 3). 2011년
프로젝트는 바퀴가 4개인 4wheel cycle의 컨셉트와 함
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해석과 함께 시작품을 제작하
도록 강좌를 좀더 심도깊게 유지하려 하였으나 시작품
은 제작하지 못하고 2012년 프로젝트에 계속하기로 하
였다.(그림 4)

맺음말

이 글에서 소개한 뮨헨공과 대학의 융합설계교육 사
례는 전술한‘디자인 및 공학’과목의 수행을 통해서 기
존의 기계공학 분야 중심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디
자인 분야와의 협업적인 방법론 및 프로세스에 관한 이
론수업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뮨헨공
과 대학의 산업디자인과는 산업디자인 문제의 보다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기계공학과와 병
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전공들간에
경계가 매우 보수적인 독일의 산업디자인 교과목에 최
근에 공학트랙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크게 3가지 트랙, 산업디자인
전공 트랙, 사회과학 트랙, 공학 트랙으로 구성된 초학
문(transdisciplinary)적 관점을 반영한 커리큘럼의 특징
은 바로 기계공학과 산업디자인의 융·복합적 디자인
접근이 진지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각자의 전
문성을 유지하면서 세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융합적 시도의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이와 같은 공학에서의 융합교과목의 시도가
여타전공분야의 적극적인 커리큘럼의 변화를 유발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아 아직도 변화에 대한 노
력과 관찰이 좀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의 교육 분야의 신성장 동력 화두는 학문 융복합
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학문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도 융·복합적 디자인 접근은 각자
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세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첨단 기술을 넘
어서 각종 학문을 섞고 녹이는 학문의 융복합을 필수적
인 요소로 인식해왔고 이에 따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학제적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다양한 결과물들을 양산
하고 있는 해외 유명 연구소와 대학들의 움직임은 융합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그림 4 Design electric 4 wheel cycle의 프로젝트 수행결

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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