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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계획서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

며 교육전후 설문을 통하여 교과목 성과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첫째 필요요소는 수행기대효과와 의 정적 , 0.414 (+)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학습성과기대와는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수행기대효과는 학습성과기대와0.452 (+) . 

의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0.767 (+) . , 3.56

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4.07 . ,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기대효과에4.13 4.39 . ,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캡스톤디자인3.77 3.88 . ,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79 4.22 .

키워드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만족도: , , , 

ABSTRACT

We had opened a course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developed and applied

a syllabus and some manuals for this course,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by conducting a survey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As the results, first, the necessary componen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of 0.414 with the expected performance effects and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of 0.452

with the expected learning outcomes. Second, the understanding degree of the Capstone Design course

was 3.56 before implementing the curriculum. It was improved to 4.07 after implementing the educational

courses. Third, the recognition of  the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Capstone Design course was

improved from 4.13 to 4.39 after carrying out the course. Fourth, the perception of the expected

performance effects of the Capstone Design course was improved from 3.77 to 3.88 after the course

execution. Fifth, the perception of the expected learning outcomes of the Capstone Design course was

improved from 3.79 to 4.22 after the cours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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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Ⅰ

지식기반사회의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학에서는 융복합교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다 융복합교과목은 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무형 .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다 캡스톤디자인은 대학의 본래 목적인 인력양성뿐만 . 

아니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양성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또한 대학. 

의 전공과목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지만 각 과목에서 습득한 내용을 연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전공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세분화되고 분절된 전공 교과목들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심층

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이재열 외 ( 2005, 13). 

캡스톤디자인은 인턴쉽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목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년 . 1980

미국에서는 제품개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산 학 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산학협력. 

을 통한 대규모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경우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에 따른 준비미흡과 구성원

간의 인식부족으로 대학 및 기업 양측 모두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경우 미국공학교육인증원 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인증(ABET)

기준인 을 개발하였으며 졸업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성공적EC2000 , 

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공과대. 

학에서는 공학설계 또는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engineering design) . 

우리나라의 경우 년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정규과목으로 캡스톤디자인을 개1994

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에서 미국의 인증원과 동일한 , (ABEEK)

취지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년 지식경제부가 한국. 2002

산업기술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원사업’을 지정하

면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태식 외 , ( 2009, 37).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현장적응성 및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캡스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몇몇 대학에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 

년 단위 또는 학기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대학1 . 

교 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Indiana University) ‘Capstone in Information Architecture 

Capstone’라는 제목으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워싱턴대학 의 정보학전공 과정에 캡스톤 교과목을 개설하(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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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중심의 상호작용학습이 되는 캡스톤 프로젝트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 운영성과, 

를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중심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교과목의 목표는 첫째 현장적응능. , 

력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기존 이론식 수업에서 교육하지 않았던 다양

한 문제해결 방법과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학생들의 통합적 문제해결. ,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킨다 셋째 팀기반으로 학습을 수행. ,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팀워크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충족. 

시켰는지의 여부는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수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 

사 그리고 학습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Ⅱ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를 통해 취업 후 재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는 것이 캡스톤디자인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태식 외 캡스톤디자인은 공학( 2009, 39). , 

인문학 예술학 교육학 융복합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및 적용되고 있다, , , . 

캡스톤디자인의 이해1.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는 캡스톤디자인을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하Wagenaar(1993)

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절정감을 맛보도록 하는 과목이

라고 하였고 는 학문의 지식 획득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학문의 질문유형과 , Murphy(2003)

주요 쟁점들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다양한 코스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해주는 과목

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직업적 훈련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는 과목이라고 , 

하였다 또한 는 전공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타의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과 연계시. Moore(2004)

키는 과목이며 사회가 대학 교육에 대해 가진 기대와 대학의 사명 그리고 전공 교육프로그램, , 

의 사명을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과목이라고 하였다 이희원 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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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이 교수 및 현장경

험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통해 산업현, , 

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다음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의 개념과 핵심용어이다. 

출처 캡스톤디자인의 개념 핵심용어

Davis

(1993)
최종적인 숙련 경험 최종 경험, 

Wagenaar

(1993)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절정감을 맛보도록 하는 과목이다.
비판 응용 경험 절정감, , , 

Murphy

(2003)

연관성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해 주는 과목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 

서 직업적 훈련으로 이행하게 해 주는 전환점이다.
과목 연관성 직업훈련, , 

이석순

(2004)

공과대학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 

동협력능력의 향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전달능력, 

의 향상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문제해결능력 향상 팀 공동협, , 

력능력 향상 의사전달능력 향상, ,

설계능력 강화 실무능력 향상, 

조선대학교

첨단부품

사업단

(2004)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 교수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 , 

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이다.

산업체의 요구 산업현장 적응, ,

함께 작품의 기획설계제작, ,․ ․

창의적 엔지니어 종합설계, 

Moore

(2004)

전공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타의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들과 연계시키는 과목,

사회가 교육에 대해 가진 기대와 대학의 사명 그리고 전공 교육프로그램의 사, 

명을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과목이다.

과목 간 연계 각계의 사명을, 

통합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5)

프로젝트 수행경험 습득을 통해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 , , 

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술 인력을 양성시키는 효과와 실제적인 공학문

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팀워크 능력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경험 창의성, ,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실제, , , 

적인 공학문제 팀워크 공학, , 

적 의사소통 능력

이재열, 

이주영, 

김재필

(2005)

대학 년 동안 습득한 소양과 전공 지식을 학습자인 학생이 비판적이고 종합적4

으로 활용하고 응용하여 학문연구나 직업활동 등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연구나 숙련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과목이다.

소양 전공 비판적 종합적, , , ,

직업활동 디자인된 과목, 

지식경제부

구 산업자(

원부 보도)

자료(2005)

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

록 졸업논문 대신 학부과정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 , 

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인력

을 양성하는 종합설계과목이다.

실제현장 작품을 기획 설계, , ,

제작 산업현장의 수요 창의, , 

적 기술인력 종합설계과목, ,

문제해결능력

한국산업

기술재단

(2006)

공학계열의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졸업논문 대신 학부교육 과정 중 배운 이론을 바탕으

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도록 하여 그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 , 

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 ,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설계과목이다.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 산업, , , 

현장에서 요구 창의성 효율, , 

성 안전성 경제성 통합적 기, , , 

술인력 양성 종합 설계 과목, ,

문제해결능력

한양대학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단

(2006)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워크 능력 리더의 역, , 

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엔지니어 육성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산업체 공학 설계 제작, , , ,

평가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 , , 

크 엔지니어 육성 교육 프로, 

그램 리더, 

출처 박수홍 정주영 류영호 및 이태식 전영준 이동욱 장병철 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음: , , (2008, 186) , , , (2009, 18)

표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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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즉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습득 및 학습한 소양과 전공 지식을 학생이 비

판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 및 응용하여 학문연구나 직업활동 등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하고 구체적인 연구나 숙련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과목으로서 프로젝트 수행을 , 

통해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팀워크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모든 측면을 통합적으, , , , , 

로 고려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목이다. 

선행연구2. 

캡스톤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기술이나 공학분야

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매우 적은 수의 연구가 수행된 ,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캡스톤디자인 적용사례 연구나 성과 및 학습만족도 조사연구를 중심. 

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진행방향을 잡고자 하였다. 

먼저 적용사례연구로 이호형과 양근우 는 산학협력친화형 무역 교과목 운영사례를 (2013)

발표하였으며 산학협력친화형 무역 교과목을 운영하여 교육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 

다 임동진 은 외국대학의 캡스톤디자인 교육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년 . (2006) . 15

이상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해 오고 있는 디트로이트머시대학(University of Detroit 

자동데이터취득을 주제로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Mercy), 2

영하는 덴버대학 년 이래 캡스톤디자인 주제로 로봇관련 주제(University of Denver), 1987

를 채택해 오고 있는 컴퓨터공학 캡스톤디자인 설계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대학MIT,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는 텍사(University of Washington), 

스 대학 사례들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A&M (Texas A&M University) 

수 있다 이상원 은 공과대학의 다학제간 융합 캡스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에 . (2012)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개요를 설명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교과목의 효, 

과성에 논의하고 있다 한연희 는 패션 실무형 캡스톤 모형을 평화시장 여성 시니어 . (2014)

의류개발에 적용한 결과 모든 브랜드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성과 및 학습만족도 조사연구로 이태식 등 은 공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캡스톤, (2009)

디자인 교육에 대한 현재 공과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습만족도를 조사분석․

하였으며 학습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명한 은 디자인 분야의 캡스, . (2012)

톤디자인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전문 지원기관과 산업체와의 협약을 바탕. 

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학생들에게는 실무, , 

능력 향상의 계기를 기업은 디자인을 통한 기업역량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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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현 은 캡스톤디자인 에 기초한 초등학생의 창의적 공학기술 교(2012) (Capstone Design)

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학기술 태도의 사후검사 결과 학년 , 5, 6

모두 공학기술의 태도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아진 것

으로 검증하였고 창의성 검사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도 학년 모두 창의성 전체에서 유의한 , 5, 6

차이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증진된 것을 검증하였다 신창범과 권오성 은 디자인 . (2013)

실무와 디자인 교육의 간극을 줄이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프로세스를 디자인 교육에 적용하여 운영한 사례 연구로서 산업밀착형 교육의 새로운 프, 

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을 디자인 교육에 적용하였다 디자인 전공 내 여러 세부전공을 갖고 있. 

는 학생들은 융합형 팀 구성을 통해 자신의 전공 배경 및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교육받고 팀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인들의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팀워크의 시너, 

지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희원 등 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 서울산업대학. (2010) (

교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에서 년간의 캡스톤디자인 운영경험과 개선을 바탕으로 캡스톤디) 16

자인 교과목 기반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평가 사례에 대해 서술하였다 우선 캡스톤디자인 . , 

교과목과 관련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소개하였고 평가 방법 및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년도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한 후 개선전략을 2008 , 

수립하였다 전략으로써 학생들에게 심사 기준과 모범사례를 온라인상에 미리 공개하였고 그 . , 

결과 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약 개선된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2009 3.3% . 

으로 코스 임베디드 평가 개념 측면에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용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

가의 타당성 효율성 내실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 .

한편 특정 분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캡스톤디자인을 활용한 교수활동지원 모형, 

을 개발한 연구로 박수홍 정주영 류영호 는 창의적 공학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캡스톤, , (2008)

디자인 교수활동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캡스톤디자인 핵심 아이디어 추출 핵심, , 

학습활동 프로세스 도출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별 핵심 지원요소를 파악하고 캡스톤디자인 , 

교수활동지원 모형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모형 초안에 대하여 전문가대상의 형성평가, 

를 통해 개선된 최종적인 캡스톤디자인 교수활동지원 모형을 개발하였다.

캡스톤디자인의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김상균 은 캡스톤. (2011)

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캡스톤디자. , 

인 교과목과 관련된 기존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 

캡스톤디자인 평가체계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관련 연구는 상당수 있으나 크게 사례소개 연구 성과분석 , 

연구 캡스톤디자인을 위한 교수모형설계 연구 그리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성과를 평가, , 

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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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운영현황3.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외의 다양한 주제분야에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운영. 

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다만 미국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몇몇 대학에서 운영되고 ,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 < 2> . 

대학명 코스명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Department of Urban Regional Planning: Master of Urban Planning 

Capston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s

Capstone Individual Research Project (NRES 503)∙

Capstone Internship Experience (NRES 505)∙

Capstone Group Research Project (NRES 507)∙

College of Engineering MAVIS Program: Capstone Experienc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INLS 697: Information Science Capstone (3 credits)

Prerequisite: Senior standing; IS majors or minors only. Contemporary 

topics of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desig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sessment of future impact of new developments. Offered annually.

University of Washington

INFO 490 Capstone Project I

INFO 491 Capstone Project II

INFX 595* Capstone I : Project Planning (winter, 2nd year)

INFX 596* Capstone II : Project Implementation (spring, 2nd year)

Syracuse University 

IST 755 Strategic Manage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capstone 

course)

* As the capstone course, IST 755 must be taken after the completion 

of IST 614 and at least 24 credits in the degree program.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 

503 - ePortfolio Capstone

[17:610:503]

CREDITS: 0

PRE-REQUISITES: 610:501; 610:502 MAY A PRE-OR 

CO-REQUISITECO-REQUISITES: NONE AVAILABLE ONLINE

University of Texas--Austin 

1. Professional Experience and Project (PEP) (INF 388L)

2. Master’s report (INF 398R)

3. Master’s thesis (INF 698A | INF 698B)

4. School library practicum (INF 388R)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ILS Z690 Capstone in Information Architecture Capstone 

Simmons College 

LIS 495 - Practicum Equivalent Experience ...

LIS 498 - Practicum (PreK-8) ...

LIS 499 - Practicum (7-12) ...

LIS 691 - Issues in Leading Transforma ...

Florida State University LIS 4708 Perspectives on Information Technology (3)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490 Senior Capstone. 3 cr. U.

University of Tennessee 505 ePortfolio

University of North Texas degree plan capstone 3 HRS

University of Kentucky LIS 672: Practicum capstone project

University of South Florida Senior Capstone for BSAS/BGS

표 국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대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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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문헌정보학과 순위리스트 사이트에 등재된 개 대학을 상위순위부터 하나하나 < 2> 50

방문하여 ‘Capstone’이라는 용어가 교과목명 및 설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을 모두 조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디애나대학교의 . , ‘Capstone in Information Architecture 

Capstone’ 교과목의 경우 정보구조설계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프로그 , 

램의 디렉터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고 완성된 프로젝트를 출판하게 

된다 워싱턴대학의 . ‘Capstone’은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정의하

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며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구두나 문서로 , ,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생활이나 학술적인 활동영역에서의 발전을 . 

위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게 된다 캡스톤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은 공공 민간 비. , , 

영리부문의 다양한 기관들과 이루어진다.

연구질문. Ⅲ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목으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 

를 만족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과목에 캡스. 

톤디자인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RQ 1: ?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정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RQ 2: ?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행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RQ 3: ?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RQ 4: ?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RQ 5: ?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변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질적 및 양적분석, 

을 겸하여 논의부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설계 및 방법론. Ⅳ

 

연구방법 및 범위1.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고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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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확산, 

을 통한 실무형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사례를 조사하였, 

다 그리고 실제로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고 학습성과 및 학습만족도를 . 

측정하였다 학습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캡스톤디자. , 

인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분석결과 및 교육과정을 진행하면. 

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캡스톤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였다 이를 위한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설명

교육기간 년 월 년 월2015 3 ~ 2015 6

조사대상 
설문 및 인터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생 명: 10

인터뷰 연계기관: 

조사방법 인터뷰 및 설문조사

팀주제

대학도서관 요구사항 조사 및 개선방향 제시

활성화 및 홍보방안 연구KOCW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의 이용자 만족도고도화 전략 연구[RISS]

예산지원 팀별 약 만원에서 만원 지원 실비지원20 50 ( )

평가방법 산업체와 지원기관 평가 및 담당교수 평가

표 캡스톤디자인 교육 설계내용< 3>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 또는 인식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이태식 등 의 학습만족도 조사설문 정진현 의 캡스톤디자인 적용(2009) , (2012)

효과 조사설문 등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성과측정 연구들을 폭넓게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을 묻는 문항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인지도를 알, 

아보기 위한 문항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캡스톤디자인 수업방식에 대한 만, , 

족도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 , 5

개 영역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표 참조, 43 (< 4> ).

범주 내용 문항수 비고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 성별 학년 관심분야, , 3 명목척도 등간척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인지도

교과목에 대한 인지도 개설사례 인지도 개념에 , , 

대한 이해정도 필요도 도움정도, , 
5 점 척도Likert 5

캡스톤디자인 필요정도

에 대한 만족도

팀 내 역할 분담 팀미팅시간 시간관리 역할에 , , , 

따른 책임감 팀 내 기여도 팀원 간 의사소통 토, , , 

론을 기초로 한 협동 유무 재학동안 학습한 전공, 

지식 트랜드 및 실무분석능력 문제해결방안 도, , 

출능력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 

11 점 척도Likert 5

표 학습만족도 조사설문의 영역별 구성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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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수행기대
효과에 대한 만족도

전공에 대한 안목 실무형 인재 현장실무경험 진, , , 
로에 도움 여부 높은 흥미 유발 월등한 학업성취, , 
도 전공지식 이해도움 여부 전공 흥미 미래에 , , , 
대한 시각 전공관련 산업체와 네트워크 강화, 

11 점 척도Likert 5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
에 대한 만족도

문제파악 및 분석능력 이론 적용능력 자료이해 , , 
및 분성 능력과 실험계획 및 수행능력 문제해결 , 
프로세스 요소 및 시스템 설계능력 의사소통능, , 
력 팀프로젝트 수행능력 학계 전체에 대한 이해, , 
능력 이슈를 전공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숙지 이론 및 실무차이 이해 발표Tool , , 
능력 시간관리 및 위기관리능력, 

13 점 척도Likert 5

캡스톤디자인 수행절차 및 연구절차2. 

캡스톤디자인의 수행절차는 일반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수행과. 

정 중에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이 있다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은 주제제안서 수행계획서 중간. , , 

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이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과 , . < 1>

같다 이러한 절차는 연구절차와 거의 같이 하고 있으므로 수행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단계 활동내용

캡스톤디자인

개요 도입( )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대학 산업체 외부기관 협약- ( ) 

관심주제 

발굴 및 선정

다루고자 하는 주제분야 탐색

한 학기동안 진행할 캡스톤디자인 주제 결정

팀 구성 캡스톤디자인을 위한 팀원 구성

과제 주제 발표 팀별로 수행할 과제의 세부적인 계획 제출 및 발표

과제수행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산업체 애로사항 정리 필요( )

최종보고서 제출 캡스톤디자인 수행결과 보고서

우수 프리젠테이션 발표 학기내용 정리 및 우수 프리젠테이션 전시

평가 산업체활용 검토 및 제안서 평가

그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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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소개 . 

캡스톤디자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가 필요하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목적 및 의의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이해한. , 

다면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을 시작할 때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 

텍사스 대학 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과목과 A&M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연계하여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교과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캡스톤디자인 교. 

과목 매뉴얼을 배포하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 충분히 소개하였다.  

나 관심주제 발굴 및 선정. 

관심주제 발굴은 캡스톤디자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분야를 찾는 과정으로 학생들 자, 

신이 직접 관심있는 주제를 발굴하는 경우와 지도교수 또는 산업체가 참여하여 제안하는 경

우가 있다 산업체가 직접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처한 문제일 . ,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학생들이 관심주제를 선정할 . 

때에는 본인의 전공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수행 . 

후 나오는 산출물을 취업 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나아가고

자 하는 진로와의 적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을 .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먼저 산업체를 섭외하여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개 정도 제5-6

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 팀 구성. 

팀 구성 단계는 한 학기동안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단계

이다 캡스톤디자인은 지도교. 수와 참여학생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멘토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팀원은 명에서 명 정도로 참여학생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2 5 . 

러나 참여학생이 명인 경우에는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명인 경우에는 무임승차하는 자가 2 , 5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명 정도가 적절하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많은 인원을 3 4 . ∼

필요로 한다면 사전에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팀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멘토. 

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멘토는 관심주제 발굴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멘토는 , . 

수행하려는 과제와 관련된 인물로 업계 경험이 풍부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시훈 류진한 본 연구에서는 관심주제별로 팀원이 구( , 2014, 50). 

성될 수 있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세명에서 네명으로 구성된 세 개의 팀이 구성되었다, . 

라 과제 주제 발표. 

관심주제를 발굴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같은 주제를 선정한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한 후 선정한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수행계획서란 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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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할 캡스톤디자인 과제의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행계획서에는 팀명. , 

팀 대표 및 참여학생의 인적사항 참여학생의 업무분담 프로젝트 수행배경 수행내용 및 범위 활, , , , 

용방안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든 내용을 수록, . 

할 수 있는 문서작성법 매뉴얼을 제공한 후 이를 참조하여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과제수행. 

과제 주제 발표와 수행계획서 제출 후에는 본격적으로 산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

이 이루어진다 과제의 수행은 보통 수행계획서에 작성한 일정과 캡스톤디자인 강의계획서에 . 

짜인 주차별 계획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 

고 모든 프로젝트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해야 할 과제를 꼭 수행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일정에 따라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서식 또는 보고사

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매주 지도교수에게 보내는 주간보고 또는 중간보고 프로젝트 개요. , , 

결과보고서 등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과제수행은 스케줄에 대응하. 

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시훈 류진한 ( , 2014, 36).

캡스톤디자인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필요에 , 

따라 중간고사 대신에 중간보고서 제출이 있을 수 있다 중간보고는 실제 조사에 들어가거나 . 

산업체가 요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중간보고에서 수행하. 

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지도교수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 

보고서에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최종보고서의 체계에 따라 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중간보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산업체 및 문제해결에 대한 

애로사항 정리가 필요하다 매주 정해져있는 수업시간 또는 추가로 면담시간을 잡아 매주 문. , 

제해결 상황이나 팀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지도교수와 이야기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교. 

수는 해답을 알려주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여 학생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루지 않고 거의 주에 해당하는 기10

간동안 매주 간단한 보고 지속적인 지도교수 지도 산업체 담당자 면담과정을 거치며 각 팀, , , 

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

 

바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수행이 완료되면 팀별로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팀명 수행과. , 

제명 참여학생 참여학생의 업무분담표 캡스톤디자인 수행배경 수행과정 수행결과 수행결, , , , , , 

과물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 수행후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제출, .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만족도 측정연구  13

- 101 -

한 최종보고서는 지도교수 및 산업체의 검토를 받게 된다 본 연구대상인 세 개의 팀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산업체 및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았다, .

   

사 우수 프레젠테이션 전시 및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캡스톤디자인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

하고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캡스톤디자인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슬라이드 쇼 형태. 

로 전시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행사와 함께 우수 프레젠테이션을 전시하는 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프레젠테이션 전시 및 발표를 함으로써 한 학기동안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 

이를 통해 외부인에게 학교 및 학과를 홍보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때 사용된 프레젠테이. 

션은 향후에 취업 포트폴리오에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 프레젠테이션자료는 지도교수 및 산업체의 평가를 받는다 산업체에서 제. 

시한 또는 팀원들이 직접 도출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활용여부를 점검하고 한 학기동안 , ,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평가를 통해 캡스톤디자인 . 

진행 시 보완해야 하는 점을 도출하고 후에 진행될 캡스톤디자인에 적용시켜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우수 프레젠테이션 전시 과정은 생략하였으며 대신 예산 및 과제지원에 참, 

여한 산업체와 지도교수 그리고 다른 팀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발표를 하였으며 최종보고서 , , 

및 발표내용을 평가하였다. 

교과목의 내용3.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를 수행하기 위한 교과목 내용을 개발하였다 먼. 

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취업 후 재교육 필요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과목의 목표로 삼았다 학습자 중심 교육인 본 과목을 통해 학생. 

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팀을 이루어 진행함으로써 공동협력능력을 향상시키며 소규, , 

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해 의사전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진행지침은 첫째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서 먼저 , 

간단히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은 현장의 애로사항 및 도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 

를 팀별로 발굴한다 셋째 지도교수와 현장전문가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현장의 문제를 . ,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넷째 학생들은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 , 

지도교수와 현장전문가에게 제출한다 표 는 학생들에게 제공된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 < 5>

인 강의계획서이다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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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교재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을 , 

위한 교재가 없기 때문이다.

 

과목명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선수과목 권장 주제전문사서실습( )

개요

목표 및 목적( )

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취업 후 재교육 필요 없이 곧바로 ,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것이 캡스톤디자인 교육의 궁극적 교육목표이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협력능력, 

을 향상시키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해 의사전달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진행지침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이해한다. 

학생들은 현장의 애로사항 및 도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팀별로 발굴한다. 

지도교수와 현장전문가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와 현장전문가에게 제출한다. 

교수법 프로젝트 수행실습

평가방법
출석 및 참여도 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진행효율성 프리젠테이션 및 전시 : 10%, 20%, 30%, 10%, 

산업체 평가 20%, 10%

주요 교재 캡스톤디자인매뉴얼

강의 일정 　

주1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요 오리엔테이션(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이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목적 및 의의 이해

조편성

주제탐색 및 주제선정

주2

산업체 도서관 정보유통기관 도서관 유관업체 요구과제 수행서 검토( , , ) 

팀별 역할분담1) 

팀별 수행예정주제 발표2) 

팀별 주제에 대한 토론3) 

개선 사항 토론4) 

주3

산업체 요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산업체 요구 과제 분석1) 

팀별 수행계획서 작성 및 발표2) 

주4

팀별 산업체 방문 및 담당자 면담 

산업체 담당자 면담 1) 

산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정리2) 

주5 14∼

산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산업체 애로사항 정리1) 

산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2) 

주15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1) 

지도교수 및 산업체 검토2) 

주16

학기 내용 정리 및 우수 프레젠테이션 전시

학기내용 정리1) 

우수 캡스톤디자인 사례 전시 또는 공개발표2) 

산업체에 결과 제출3) 

표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강의계획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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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Ⅴ

인구통계학적 특징1. 

설문조사는 년 월과 월 교과목 시행전과 후에 각각 회씩 실시하였고 본 연구를 2015 3 6 , 1 , 

위한 자료수집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 

직접배포를 통해 총 부가 배부되었고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24 , 24 , 

답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23 .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는데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명으로 전체의 < 6> . 11 47.8%, 

여성이 명으로 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년이 명으로 전체의 12 52.2% 4 18

학년이 명으로 학년이 명으로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의 관78.3%, 3 3 13%, 2 2 8.7% . 

심분야 다중응답 에 대한 분석의 결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이 각각 로 나타났으며 국( ) , 13.2%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1 47.8

여성 12 52.2

합계 23 100.0

학년

학년2 2 8.7

학년3 3 13.0

학년4 18 78.3

합계 23 100.0

관심분야

다중응답( )

국가도서관 8 11.8

대학도서관 9 13.2

공공도서관 9 13.2

어린이도서관 2 2.9

특수도서관 2 2.9

학교도서관 4 5.9

전문도서관 2 2.9

정보유통기관 5 7.4

대학교 1 1.5

연구기관 6 8.8

기록물자료실 7 10.3

콘텐츠업체 3 4.4

서점 1 1.5

출판사 4 5.9

포털업체 2 2.9

도서관용품 2 2.9

정보관리부분 1 1.5

합계 68 100.0

표 인구통계학적 특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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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서관이 기록물자료실이 연구기관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11.8%, 10.3%, 8.8% .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2. 

본 연구의 검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

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측정변수들의 평가차원 내에서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의. 

미하는 수렴 타당성과 차원간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판별 타당성으로 나누어 이를 검증하기 

위해 를 이용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SPSS 18.0K .

가 측정 변수의 타당성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전체 설문지 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모형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23 , 

보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유사성과 독립성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사. 

전에 연구한 요인과 비교함으로써 주관적 측정도구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파악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이란 SPSS 18.0K .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 계수를 이용(Cronbach's Alpha)

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파값이 이. Nunnally(1978) 0.60 

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 0.80, 

에서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 도 조직단위의 분석수준0.90 . Van (1980)

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알파값은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0.60 

없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7> . ,  

캡스톤디자인 필요정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개의 설문항목을 기반으로 하며 크론바 알11

파 계수는 로 나타났다 캡스톤디자인 수행 기대효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도 개의 설문.884 . 11

항목으로 구성되며 크론바 알파 계수는 로 나타났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기대, .872 .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개의 관련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크론바 알파 계수는 13

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결과 모든 요인들의 크론바 알파 계수가 기준치인 이상으로 .871 . 0.6 

척도 문항수 제외항목 신뢰도

캡스톤디자인 필요정도에 대한 인식 11 - .884

캡스톤디자인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11 - .872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 13 - .871

전체 35 .931

표 학습만족도 하위 구성요소별 신뢰별 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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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나 상관관계분석 . 

본 연구의 요인 즉 캡스톤디자인 필요요소 수행기대효과 학습성과기대에 대한 상관관계, , ,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상관관계분석은 요인 하나의 값이 변화할 때 타요< 8> . 

인들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사회통계학적 기법을 말한다 분석의 결과를 살. 

펴보면 필요요소는 수행기대효과와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학습성과기0.414 (+) 

대와는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수행기대효과는 학습성과기대와 의 0.452 (+) . 0.767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 수행기대효과 학습(+) . , , 

성과기대의 만족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필요요소는 평균 표준편차 학습, 4.25( 0.544), 

성과기대는 표준편차 로 나타났으며 수행기대효과는 평균 표준편차 3.99( 0.4710) , 3.82(

의 순서로 나타났다0.56568) .

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필요정도 수행기대효과 학습성과기대

필요요소 4.2530 0.54405 1

수행기대효과 3.8261 0.56568 0.414* 1

학습성과기대 3.9967 0.47104 0.452* 0.767** 1

**p<0.01, *p<0.05

표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8> 

다 성별에 대한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파악하기 위하여 를 실시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세부적t-test < 9> . 

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정도는 값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t 0.300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수행기대효과는 값 학습성과기대는 값 으로 나타나 t 1.003, t -0.436–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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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필요정도
남성 11 4.2893 0.42605

0.300 0.767
여성 12 4.2197 0.65148

수행기대효과
남성 11 3.7025 0.46192

-1.003 0.327
여성 12 3.9394 0.64555

학습성과기대
남성 11 3.9510 0.33578

-0.436 0.667
여성 12 4.0385 0.58076

**p<0.01, *p<0.05

표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9> 

라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는 를 사용(Anova), Scheffe

하여 학년에 따른 요인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과 같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 10> . 

보면 필요정도는 값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년별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었F 0.779

으며 수행기대효과에서는 값 로 나타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또한 학습성과기F 1.919 . , 

대에서는 값 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학습성과기대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F 1.917 .

요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필요정도

학년2 2 4.5909 0.19285

0.779 0.472학년3 3 3.9697 0.29223

학년4 18 4.2626 0.58576

수행기대효과

학년2 2 3.2727 0.00000

1.919 0.173학년3 3 3.5152 0.13887

학년4 18 3.9394 0.58751

학습성과기대

학년2 2 3.6538 0.27196

1.917 0.173학년3 3 3.6410 0.31088

학년4 18 4.0940 0.47459
**p<0.01, *p<0.05

표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10>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행전후 인식변화3. 

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변화. 

교육전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따른 인지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를 실시한 결과t-test

는 표 과 같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 11> .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에 대한 차이검증에서 값 로 나타나 교육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t 2.678–

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하며 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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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과목의 항목에서도 

값이 로 나타나 교육전후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타항목들에 대한 사전t 3.339 . , –

사후 검증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 

이해정도는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3.56 4.07 . 

설문항목
설문

회차
N 평균

표준편

차
t p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
사전 12 3.17 0.718

-2.678 0.014*

사후 11 4.00 0.775

학생들이 세분화되고 분절된 전공교과목들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심층적인 학

습으로 유도하는 과목

사전 12 3.33 1.073
-1.038 0.311

사후 11 3.82 1.168

인턴쉽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과목
사전 12 3.33 0.985

-1.602 0.124
사후 11 3.91 0.701

학생들의 현장적응성 및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
사전 12 4.00 0.426

-0.722 0.478
사후 11 4.18 0.751

상호작용 학습이 되는 학생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과목
사전 12 4.08 0.793

-1.793 0.087
사후 11 4.64 0.674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직업적 훈련으로 이어주는 전환점이 되는 과목
사전 12 3.42 1.165

-1.283 0.213
사후 11 4.00 1.000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대학의 사명 그리고 전공 교육프로그램의 사명을 연, 

결시키고 통합시키는 과목

사전 12 3.42 0.996
-0.890 0.384

사후 11 3.82 1.168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

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과목

사전 12 3.42 0.793
-3.339 0.003**

사후 11 4.45 0.688

학부과정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학부과정을 마

무리하는 최종 교육단계의 과목

사전 12 3.50 0.798
-1.739 0.097

사후 11 4.09 0.831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협력능력, 

의 향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전달능력의 향상 설계, , 

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

사전 12 3.83 0.937
-1.049 0.306

사후 11 4.18 0.603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종

합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전 12 3.67 1.155
0.069 0.946

사후 11 3.64 0.924

평균
사전 12 3.56 0.894

사후 11 4.07 0.844 
**p<0.01, *p<0.05

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교육전후 이해도 변화< 11> 

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다음으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의 필요정도에 따

른 교육전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분석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토론을 < 12> . 

바탕으로 한 팀원간 적절한 협동에 대한 차이검증에서 값 으로 나타나 교육전후의 차t 2.950–

이를 보여주었으나 타 설문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평. 

균으로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전 이4.13

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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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설문회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적절한 팀 내 역할 분담
사전 12 4.33 0.651

-1.454 0.161
사후 11 4.73 0.647

규칙적인 팀 미팅시간
사전 12 3.75 0.622

-1.272 0.217
사후 11 4.18 0.982

효율적인 시간관리
사전 12 4.33 0.651

-.434 0.669
사후 11 4.45 0.688

팀원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
사전 12 4.58 0.515

-.172 0.865
사후 11 4.64 0.924

팀원의 팀 내 기여도
사전 12 4.42 0.669

-.113 0.911
사후 11 4.45 0.934

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사전 12 4.42 0.793

-.878 0.390
사후 11 4.73 0.905

토론을 바탕으로 한 팀원 간 적절한 협동
사전 12 3.92 0.669

-2.950 0.008**

사후 11 4.73 0.647

입학해 졸업 전까지 학습한 모든 전공 지식
사전 12 3.50 1.000

-.323 0.750
사후 11 3.64 1.027

트렌드 분석 및 실무 분석 능력
사전 12 4.00 0.853

.243 0.811
사후 11 3.91 0.944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도출 능력
사전 12 4.25 0.866

-.324 0.749
사후 11 4.36 0.809

프로젝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사전 12 3.92 0.669

-1.730 0.098
사후 11 4.45 0.820

평균
사전 12 4.13 0.723
사후 11 4.39 0.848

**p<0.01, *p<0.05

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12> 

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교육전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설문항목에서 캡스톤디자인 과목 수행에 < 13> . ,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육전후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평균을 보았을 때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3.77

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88 .

설문항목 설문회차 N 평균 표준편차 t p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 형성
사전 12 3.58 0.669

-0.728 0.475
사후 11 3.82 0.874

효과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
사전 12 4.00 0.853

0.258 0.799
사후 11 3.91 0.831

현장실무경험 습득
사전 12 3.92 0.793

-0.255 0.802
사후 11 4.00 0.775

자신감 부여
사전 12 3.75 0.866

-1.628 0.119
사후 11 4.27 0.647

졸업 후 진로에 도움
사전 12 3.75 1.055

0.490 0.629
사후 11 3.55 0.934

기존 이론중심의 수업방식에 비하여 높은 흥미 유발
사전 12 3.83 1.115

-0.413 0.684
사후 11 4.00 0.775

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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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공과목에 비하여 월등한 학업성취도
사전 12 3.42 0.900

-1.557 0.134
사후 11 4.00 0.894

전공지식의 이해에 도움
사전 12 3.92 0.793

0.736 0.470
사후 11 3.64 1.027

전공에 대한 흥미 상승
사전 12 3.67 0.778

0.594 0.559
사후 11 3.45 0.93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생성
사전 12 3.83 0.835

-1.138 0.268
사후 11 4.18 0.603

문헌정보학 관련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사전 12 3.83 0.835

-0.204 0.840
사후 11 3.91 0.944

평균
사전 12 3.77 0.863 

사후 11 3.88 0.840 
**p<0.01, *p<0.05

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와 같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를 파악 및 분석하는 능력 향상에 대한 14> . 

사전사후검증에서 값이 로 나타나 사전사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t 2.337–

으며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대한 설문에서는 값이 으로 나타나 역시 사전사후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문제t 4.663 . –

들을 인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대한 차이검증에서는 값이 으로 나, t 2.336–

타나 사전사후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진행 시 시간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 

대한 사전사후 검증에서도 값이 로 나타나 사전설문과 사후설문에 대한 차이를 보여t 3.724–

주었다 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 

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대한 분석에서 사전 사후간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 

로는 프로젝트 진행 시 시간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이라는 항목이 다음으로 차이를 나타

냈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전 .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79 4.22 .

설문항목 설문회차 N 평균 표준편차 t p

문제를 파악 및 분석하는 능력 향상
사전 12 3.50 0.905

-2.337 0.029*

사후 11 4.27 0.647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 향상
사전 12 4.08 0.669

-.574 0.572
사후 11 4.27 0.905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전 12 3.67 0.492
-4.663 0.000**

사후 11 4.64 0.505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요소 및 시스템을 설계할 능력 향상, 
사전 12 3.92 0.669

-1.901 0.071
사후 11 4.45 0.688

문제들을 인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전 12 3.83 0.577

-2.336 0.029*

사후 11 4.36 0.505

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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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전 12 3.75 0.754

-1.628 0.119
사후 11 4.27 0.786

효율적인 팀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
사전 12 4.08 0.669

-.024 0.981
사후 11 4.09 0.831

거시적 관점에서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전 12 3.75 0.754
.678 0.505

사후 11 3.55 0.688

사회적인 이슈들을 문헌정보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전 12 3.83 0.835
.537 0.597

사후 11 3.64 0.924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 사용 숙지Tool
사전 12 3.58 0.669

-2.023 0.056
사후 11 4.18 0.751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 대한 이해
사전 12 3.75 0.754

-1.883 0.074
사후 11 4.36 0.809

성과물의 필요성과 내용을 타인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전 12 3.83 0.718

-1.822 0.083
사후 11 4.36 0.674

프로젝트 진행 시 시간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
사전 12 3.67 0.492

-3.724 0.001**

사후 11 4.45 0.522

평균
사전 12 3.79 0.689 

사후 11 4.22 0.710 
**p<0.01, *p<0.05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력분석4. 

캡스톤디자인의 학습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 15> . 

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법을 말한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캡. 

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는 학습성과 기대에 값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t 1.060

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가 없었으나 캡스톤디자인 수행기대효과는 학습성과기대에 값 t 4.563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을 살(+) . 

펴보면 수정된 R=0.781, R2=0.610, R2=0.571, F=15.667, p=0.000, Durbin-Watson 

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로 나타났고 이 = 1.347 57.1% Durbin-Watson

로 나타나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47 .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공차

학습성과기대

상수( ) 0.577 2.025 0.056

필요요소 0.133 0.163 1.060 0.302 0.828

수행기대효과 0.128 0.700 4.563 0.000** 0.828

수정된 R=0.781, R2=0.610, R2=0.571

F=15.667, p=0.000, Durbin-Watson = 1.347

**p<0.01, *p<0.05

표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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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향후연구. Ⅵ

 

논의1. 

실무형 인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융복합교과목들이 늘어나고 대표적으, 

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시작된 캡스톤디자인 . 

교과목은 디자인분야 산업분야 등에도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문헌정보학분야, , 

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경우에는 . 

매우 생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목으로 캡스톤디자인 .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를 만족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캡스톤디자인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캡, 

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특징을 비롯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현

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러. 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

발하였으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캡스

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인지도 캡스톤디자인 수행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 캡스톤디자인 교, , 

과목의 필요정도에 대한 인식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 .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요인들의 크론바 알파(Cronbach's 

계수가 기준치인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구체적Alpha) 0.6 . 

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질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총 , , 

개의 문항으로 이해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전11 . 

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평균으로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과정 ,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에 유의한 3.56 4.07 . 

차이가 난 세부항목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과 학생

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

합하는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학생들은 교육전 설문. 

수행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

당히 낮았으나 교육과정을 진행한 후에 점 이상으로 그 이해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4 . 

둘째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 

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평균으로 보았을 때에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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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항목은 이태식4.13 4.39 . 

등의 연구논문에서 수행과정과 수행방식에 대한 설문항목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2009) 

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평균값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행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평균을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행기대11 , 

효과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3.77 3.88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 .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교육전에도 낮았지만 교육을 진행한 후에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는 교육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이나 . 

현장실무경험 습득 졸업 후 진로에 도움 전공지식의 이해에 도움 등은 오히려 값이 하락하, , 

고 있으므로 수업진행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학습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개의 평가, 13

항목을 가지고 측정하였으며 평균으로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 

기대는 교육과정 수행 전 이었으나 교육과정 수행 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79 4.22 . 

특히 유의미하게 향상된 항목은 문제를 파악 및 분석하는 능력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문제들을 인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 , 

능력 프로젝트 진행 시 시간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태식 등의 ,  . (2009)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캡스톤디자인 필요정도 수행기대효과 학습성과기대에 대한 인식부분에서 상, , 

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요요소는 수행기대효과와 의 정적. 0.414 (+)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학습성과기대와는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수행0.452 (+) . 

기대효과는 학습성과기대와 의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캡스톤 디자0.767 (+) . 

인 학습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필요요소는 학습성

과 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으나 캡스톤디자인 수행

기대효과는 학습성과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논의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문헌정보학에 적용할 경우 학습

성과는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필요정도나 . 

수행기대효과도 전반적으로는 높아지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에 . 

대한 원인은 첫째 캡스톤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을 처음 접한 학생들의 경우 당황스럽고 경험, 

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에 있어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 

분석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이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프로젝트 진행방법에 대한 교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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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진행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과목이기 때. , 

문에 학생들은 그 수업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과목은 주교재를 . 

정해 놓고 주교재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캡스톤디. 

자인 교과목은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식별하여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며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구두나 문서로 발표하는 과목이다 셋, . 

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의 다양한 , , , 

기관들과 협력을 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진행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과제발굴이나 학생들의 지도

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협력하는 기. 

관의 담당자에게 이 과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연구제안2.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 최초

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개설되지만 국내. 

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이러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진행방법이나 결과물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수업교재에 해당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매뉴

얼을 개발하였으며 주간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강의계획서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러, 16 . 

나 다른 교과목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수업방식으로 인해 참여자 모두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행에 대한 기대효과나 학습성과에 있어 .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좀 더 

발전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매뉴얼도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 

관점을 가지고 수정보완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캡. 

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확산하기에 앞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어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교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문헌정보학분야에서 갖는 시사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분야 등에 대, 

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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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Ⅶ

캡스톤디자인은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등을 학생 

스스로 설계 제작함으로써 실무능력 팀워크 등을 기를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 .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함으로

써 그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문헌정보학분야에 적용한 .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위한 교재나 커리큘럼이 없었다 따라서 타 분야의 캡스톤디자. 

인 교과목 관련 자료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주과정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16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캡스톤디자. 

인 교과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이를 참조하여 교과수업에 ,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지라도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 

목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전보다 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문헌정보학 캡스톤디자인 교과, 

목에 대한 인식도 교육과정 수행 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 

대한 필요정도 수행기대효과 학습성과에 대한 평균 인지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적용되거나 그 성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통합적 문제해결능력 팀워크역량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 , 

역량 현장적응능력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 .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강의계획서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매뉴얼 등은 전국 문헌정보학과

에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실시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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