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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가직무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서 제시한 시각디자인 직무를 용한 

캡스톤디자인 운 사례를 통해 시각디자인 공 분야 학생들의 시각디자인 실무능력 변화와 캡스톤디자인

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동의과학 학교 시각디자인 공의 ‘커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과 담당교수, 그리고 산업체가 업하여 ‘연 인 로버

트 할리의 캐릭터디자인’ 과제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커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에서 배운 공 이론과 실기를 ‘연 인 로버트 할리의 캐릭터디자인’ 개발에 직  용해 보고 그 

결과물을 공모 에 지원하게 된다. 수집된 학생 설문 분석, 산업체 평가, 공모  수상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한 시각디자인 공 학생들은 NCS에서 제시한 지식, 기술, 태도의 에서 시

각디자인 직무에 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기술과 실무능력이 고취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가 장실무 심 시각디자인 교육과정 개

발에 유용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중심어 :∣캡스톤디자인∣국가직무표준∣직무능력∣시각디자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ly to research the Capstone Design Learning Model which 

helps the students to acquire practical industrial skills and knowledge in real business fields, and 

secondly to analyz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this model in respect of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which NCS(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suggest in industrial design field. In order 

to study, the second-year students taking the class 'Communication and Design Project(CDP)' 

of Industrial Design Major of DIT, took part in the Capstone Design Project and proceeded a 

project ‘Character design of the entertainer Robert Holley’ in cooperation with a relevant company 

and the professor in charge of this project. Through this research, it appeared that Capstone 

design related to visual design tasks improved the technical skills and competence of the students 

majoring in design. In other words, through analyzing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NCS, 

evaluation from relevant company, and awarding a prize of the design contest, we conclude that 

this instruction design and action plans have significant meanings to promote the students 

on-the-job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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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한 산업디자인 통

계에 따르면 문 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는 학

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하여 취업률은 낮아

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경기가 침체되

는 경향을 보이면서 시각디자인 부서가 독립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통폐합 되면서 나타나는 상이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고도화 되어

가는 디자인 산업 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 인력을 교

육기 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 

이러한 상은 희망 고용 인력과 실재 고용 인력 간 미

스매치가 그 원인으로, 특히 교육기 에서 실시하는 

공교육과 산업체 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수 의 

불일치가 가장 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 장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

행하기 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국가직무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을 제시하여 교육기 에서부터 체계 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 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을 리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학생들의 취

업경쟁력 강화를 해 ‘산학 력 선도 학 육성사

업’(LINC)을 추진하여 장 심의 교육과정을 극

으로 개설‧운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시각디자

인과 같은 실습 주의 공은 교육기  심의 교육훈

련보다는 산업 장과의 연계를 통해 근할 때 그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수 있

는 교육 로그램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실질 인 산업 장 맞춤형 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강의 심의 수동 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심의 능

동 인 교육으로 강조하는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에 주목하 다.  

캡스톤디자인은 일반 으로 공학분야에서 활발하게 

운 되어 왔다. 즉, 공학을 공하는 학생들이 산업 장

에서 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창의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해 용된 창의  종합설계 

교과 다[3]. 캡스톤디자인의 효과는 학생들이 을 이

루어 문제 심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

력  자신감 증진, 장실무능력  과제수행능력을 

배양, 동심을 고취시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과 기술, 신제품 개발 등에 

있어 창의성과 융합, 그리고 업이 강조되는 시각디자

인과의 커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 수업에서 캡스

톤디자인을 용한다면 교육이론과 장실무를 총체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업으로 발 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시각디자인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해 NCS에서 제시

하고 있는 시각디자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운 사례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의 시각디자인 직무에 한 지식과 기술, 태도에 어

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장실무교육을 한 캡

스톤디자인의 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상은 동의과학 학교 시각디자인 공의 

2015년 2학년 1학기 공심화 교과인 ‘커뮤니 이션 디

자인 로젝트’를 수강하는 2학년 학생들  캡스톤디

자인에 자발 으로 지원하여 참여한 6명의 학생이었으

며, ‘연 인 로버트 할리의 캐릭터 제작’을 용사례로 

하여 한 학기동안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수업의 참여기 은 부산에 치한 다인디자인으로 로

버트 할리 이미지 개선  아이덴티티 구축을 한 홍

보물 제작을 한 장소와 활동 제공  교육을 지원하

다. 한편 본 연구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15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진행은 [그림 1]과 같이 먼  서론에

서는 연구배경과 목 , 그리고 연구 상  방법에 

해 기술하 고, 다음으로 이론  고찰에서는 문헌조사

를 통해 캡스톤디자인의 개념과 NCS 개념  시각디자

인 직무에 해 분석하 으며, 그리고 교과운  사례에

서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설계  운 , 캡스톤디자인 

교육성과를 NCS에 기반하여 분석하 으며, 마지막으

로 결론에서는 캡스톤디자인의 향후 추진방향에 한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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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II. 이론적 배경   

1.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1.1 캡스톤디자인 개념   
캡스톤(Capstone)이란 사  의미로 돌기둥, 벽 등

의 석, 갓돌, 경, 정 을 뜻하며, 이러한 사  의

미에 기 한 캡스톤디자인은 학 교육과정에서 배웠

던 모든 지식을 종합‧ 용하여 하나의 성과물을 제시

함으로써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단계라

고 할 수 있다[4][5]. 캡스톤디자인의 개념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지만, 일반 으

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여 실제 산업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무들을 체험하는 총체 인 훈

련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이러한 캡스톤디자인의 장 은 첫째, 산업체가 요구

하는 창의력과 응력을 갖춘 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 장에서 부딪히는 다양

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

정  의사 달 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통합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 실무지식  직무능

력 습득뿐 아니라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 측면

에서 교육  기여도가 높다. 넷째, 을 기반으로 학습

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을 통한 공동의 사고 창출과 

워크 역량이 증 될 수 있다.       

1.2 캡스톤디자인 교육  
한편 행 교육과정 운 을 살펴보면 교육기 의 

공 교과목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문화되어 있

어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지만 각각의 교과

목을 상호 연계하거나 개별 교과목에서 습득한 이론을 

실제와 통합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7]. 

이에 이재열 외(2005)는 공이론에 근거한 피상 인 

교육이 아닌 실무 장에서의 실질 인 문제를 심으

로 학생들이 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  지식

과 실제  략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을 

교육과정 운 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8]. 

우리나라 학에서의 캡스톤디자인 교육은 서울산업

학교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실용교육 강화를 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2001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의 지원을 통해 격 으로 발 되었다[4]. 2012년부터

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해 

‘산학 력 선도 학 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캡스

톤디자인 교육을 교육과정에 극 으로 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 까지 캡스톤디자인 교육은 주로 공과계열을 

심으로 운 되어 왔으나 차 다양한 공 분야로 확  

용되고 있다. 특히 시각디자인과 같은 실기 과목이 

주가 되는 공은 교육기  심의 교육훈련보다는 산

업 장과의 연계를 통해 근할 때 그 교육  효과를 

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캡스톤디자인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직무표준(NCS)  
2.1 NCS의 개념  
NCS는 산업계 단체가 주도 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산업 장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핵심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  차원에

서 표 화한 것이다[9]. 이를 해 NCS에서는 인력 양

성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그에 따른 직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직무능력을 요구하며 직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된

다. 따라서 교육기 에서는 NCS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 

지식은 이론 심 문교과로, 기술은 실습 심 문교

과로 교육과정을 운 할 것을 강조한다[1]. 이는 각 교

과를 장과 독립된 단편 인 지식으로 학습할 것이 아

니라 산업 장의 목소리를 담아 직무에 을 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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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2.2 NCS에서의 시각디자인 직무   
시각디자인 분야는 사회  변화와 트 드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 심의 교육과정을 무엇보다 필

요로 한다. NCS에 기반한 교육은 장 심 교육을 통

해 직무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력 양성 

 평가에 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산업체 맞춤형 교육

과정 운 이 가능하다[11]는 에서 시각디자인 공 

분야에서 그 용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시각디자인과

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시각디자

인 산업 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문 인

력을 교육기 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산업체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NCS 기반의 교육과

정의 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디자인학과에 NCS 도입에 한 요구 조사를 실시한 

김경화(2015)의 연구에서도 실무 심 교육이 필요하다

는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다.    

NCS에서는 시각디자인 직무를 분류-문화· 술·디

자인·방송, 분류-디자인, 소분류-디자인, 세분류-시

각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각디자인 직무에 해

서는 ‘시각정보 달을 목 으로 콘셉트에 맞는 아이디

어를 발상하여 디자인 요소를 시각화하고 매체별 다양

한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창의 으로 표 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이러한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능력단 를 ‘시각디자인 로젝트 기획, 

시각디자인 리서치, 시각디자인 략 수립, 비주얼 아이

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젠테이션, 최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제작 리, 디자인 자료화’ 9개로 구분하

여 각 능력단 별 능력단 요소와 수행 거, 그리고 필

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III. 캡스톤디자인 교과운영 사례     

1. 캡스톤디자인 설계 및 운영     
1.1 캡스톤디자인 교과개요 
본 연구는 2015년 2학년 1학기 공심화 교과인 ‘커

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하 다. 

본 교과는 하나의 로젝트를 심으로 창의 인 디자

인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교과로 

NCS에서 제시하는 시각디자인 분야의 9개 능력단  

 7개의 능력단 와 련이 있는 종합 인 실기교과

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1학년 동안 배운 시각디자인 

공지식과 실습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 는 으로 로

젝트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물을 작품으로 발표하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 교

과가 캡스톤디자인의 구성 내용을 용하기에 가장 

합하여 연구 과목으로 선택하 다.

1.2 캡스톤디자인 설계     
본 연구에서 캡스톤디자인 설계는 비단계(2월), 실

행단계(3월-5월), 평가단계(6월)로 이루어졌다. 먼  학

기 시작  2월에는 비단계로 캡스톤디자인 용을 

하여 NCS 시각디자인 직무 분석  용 교과목 개

발, 로젝트에 참여할 산업체 선정, 그리고 로젝트 

주제와 캡스톤디자인 운 에 한 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 다. 다음으로 3월에서 5월까지는 본격 인 캡

스톤디자인 실행단계로서 캡스톤디자인에 한 오리엔

테이션을 시작으로 학생, 담당교수, 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로젝트 주제에 한 논의와 분석, 그리고 제작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 이고 순환 인 학습과정

이 14주 동안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6월의 평가단계

에서는 캡스톤디자인 수행과 수업에 한 종합 인 평

가를 실시하 다. 

구체 인 캡스톤디자인 참여자의 역할[표 1]과 캡스

톤디자인 진행의 향력[그림 2]  캡스톤디자인 수업 

구성 방향[그림 3], 캡스톤디자인 설계  단계별 세부

내용[표 2]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산업체
(다인 

커뮤니케이션)
∙ 로버트 할리 이미지 개선 및 아이덴티티 구축 홍보
물 제작을 위한 교육과 활동 및 장소 제공  

학교
(담당교수) 

∙ 전공 강의(지식 및 기술지도), 수업 운영 및 평가 
산업체와 학생 연결 및 관리  

학생 ∙ 프로젝트 분석 - 디자인 기획 – 시안 작업– 시안 수
정 – 일지 작성 - 발표 

표 1. 캡스톤디자인 참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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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캡스톤디자인 진행의 영향력

그림 3. 캡스톤디자인 수업구성 방향

수행단계 과업 내용

준비단계
(수업 전 
2-3주)

∙ NCS 직무 분석 및 교과
목 개발

∙ 산업체 발굴 및 관계 형성
∙ 수업 운영 논의 및 계획 
수립  

∙ NCS 시각디자인 직무 및 
교과목 분석과 개발 

∙ 교과 담당교수는 산업체와 
프로그램 연계

∙ 산업체와 대학 간 산학협
약 체결

∙ 캡스톤디자인 운영 계획 
수립 

실행단계
교육

-경험학습
-성찰단계
(1-14주)  

∙ 산업체와 학생연결
∙ 캡스톤디자인 진행
∙ 담당교수, 산업체의 담

당자가 학습자 활동 관리
∙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반
성적 고찰

∙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

∙ 산업체에 방문 면담
∙ 교과 내용 강의
∙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분
석, 제작

∙ 간담회
∙ 일지 작성
∙ 결과물 발표
∙ 공모전 제출

평가단계
(15주) 

∙ 캡스톤 디자인 수행평가
(산업체의 담당자 참여)

∙ 전체 수업에 대한 평가

∙ 교과담당교수와 산업체 담
당자의 초청 간담회

∙ 설문조사 및 집단토의

표 2. 캡스톤디자인 설계 및 단계별 세부내용

1.3 프로젝트 선정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해 담당교수는 부산지역의 산업체인 다

인커뮤니 인션과의 의를 통해 로젝트를 선정하

다. 다인커뮤니 이션은 홍보물 제작 행사로 방송인

이자 국제변호사, 교육자인 ‘로버트 할리와 잉 리쉬 펀

펀캠 ’의 진행사인 GT컴퍼니로부터 캐릭터  응용 

디자인 제작을 의뢰받았다. 따라서 캡스톤디자인 과제

로 ‘연 인 로버트 할리의 캐릭터 제작’을 선정함으로서 

학에서는 다인커뮤니 이션의 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들은 실무 진행 형식을 체험할 수 있는 매

우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  

선정된 로젝트의 목 은 ‘연 인 로버트 할리의 캐

릭터 제작’을 통하여 로버트 할리의 아이텐티디 구축 

 행사 홍보를 한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 마  컨설 에 의한 기

획서를 작성하고 기획 내용에 하여 캐릭터 시안물을 

제작함으로써 로버트 할리의 특징을 상징 으로 보여

 수 있고 소비자의 소구력과 구매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본 로젝트의 기 효과로는 첫째, 로버트 할리의 장

이 잘 드러나는 캐릭터를 제작하며 타연 인과의 차

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둘째, 학생들의 디자인 기획

과 제작에 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셋째, 학생

들이 산업체와 함께하는 제작과정에서 실무 응 능력 

 문제해결능력 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1.4 캡스톤디자인 운영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주 3시

간씩 10회 동안, 방과후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2학년 

학생 6명과 담당교수, 그리고 다인커뮤니 이션이 함께 

참여하여 행하 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 장에서 요

구되는 실무능력의 함양을 해 NCS에서 제시한 시각

디자인 직무와 연계된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설계하기 

하여 시각디자인 분야의 아홉 개의 능력단 를 용

하여 수업을 구성하 다. 

먼 , 1회기에서는 산업체와의 논의릍 통해 ‘로버트 

할리와 잉 리쉬 펀펀캠 ’ 캐릭터  응용 디자인 제

작을 과제로 선정하 다. 이 과정에서 컨셉 설정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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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능력
단

단계
(회)

내용 

활동 형태 장소

준비
단계
(1회)

∙ 캡스톤디자인 O.T 및 
진행 일정 토의

∙ 프로젝트 주제 협의
∙ 진행될 일정 숙지 및 학
습계획 수립

회의 산업체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실행
단계
(2회
~
9회)

∙ 로버트 할리 캐릭터 디
자인 주제 검토 

팀활동
(면담) 산업체

시각
디자인  
리서치

∙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 산업체와 협동하여 캐

릭터 관련 자료 조사
팀활동
(토의) 강의실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

∙ 기획서 작성
∙ 메인 타켓의 성향에 대
한 조사

팀활동
(토의) 강의실

표 3. 캡스톤디자인 운영 절차와 내용

비주얼 
아이데이션

∙ 시각적 표현을 위한 아
이디어 도출

팀활동
(협업) 강의실

시안 디자인 
개발

∙ 캐릭터 디자인 시안 제작
∙ 산업체와 검토하여 캐
릭터 시안 수정 및 선택

팀활동
(협업) 강의실

프레젠테이션 ∙ 발표 발표 산업체
최종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수정 및 완성 팀활동
(협업) 강의실

디자인 제작 
관리 ∙ 포트폴리오 작업 및 공

모전 제출 분업 강의실디자인 
자료화

평가
단계
(10회)

∙ 발주 기업, 제작 기업체, 
지도교수 회의 산업체

NCS
능력
단

지식, 기술 습득 태도 변화

시각
디자인 
프로
젝트 
기획

∙ 캡스톤디자인의 개념과 
과정에 대한 이해

∙ 필요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과 활용 기술 습득

∙ 기업체 프로젝트 제작에 자원
하여 참여 

∙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공모전 
참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기대감이 상승  

∙ 로버트 할리의 캐릭터 
제작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이해 

∙ 캐릭터 디자인 기획‧개
발‧제작 과정 이해

∙ 카톡방을 통해 세부 일
정 관리 및 조원들끼리 
정보 공유 

∙ 낯설고 어색했지만 초면인 사
람들과 새로운 일을 한다니 설
레는 마음

∙ 함께 할 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태도로 프로젝트 방향 설정에 
대한 대화를 나눔

∙ 성공적인 결과물을 목표로 팀 
내 역할분담을 상호 협의함 

∙ 부담감이 크고 어려울 것 같다
는 걱정이 생김

표 4. NCS에 기반 한 학생들의 경험 분석

버트 할리 본인과 GT컴퍼니가 맡았으며 학생 지도  

디자인 업은 다인커뮤니 이션이 진행하 다. 

2회기에서 8회기까지는 주 1회 이상 다인커뮤니 이

션에서 실무자와 참여 학생, 담당교수가 동반하여 업무 

미 을 실행하 으며, 한 담당교수에 의해 학생 간에 

진행 상황 체크  수정 사항에 한 보완 등이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계획서, 활동일지, 성

찰일지(소감문)를 작성하 고, 학생과 담당교수, 그리

고 산업체 실무자 간의 즉각 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카톡방을 개설하여 상시 교류하 다. 최종 으로 

2개의 상징 이미지를 비롯하여 어 리 이션 응용 디

자인 등 약 10종이 개발되었으며 최종 으로 다인커뮤

니 이션이 이를 편집 수정하여 보다 완성도 있게 활용

되도록 하 다. 

9회기에서는 연 인 로버트 할리의 캐릭터 제작 로

젝트가 완료된 후 학생들이 출력된 보드와 인쇄물을 결

과물로 제출하 으며, 교내 캡스톤디자인 경진 회에

서 발표한 후 최종 으로 교외 경진 회에 참여하 다.

마지막으로 10회기에서는 로버트 할리 캐릭터 제작

을 발주한 GT컴퍼니와 다인커뮤니 이션, 그리고 담당

교수가 개발된 캐릭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운  

반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캡스톤디자인 운  차와 내용은 [표 3]과 같다. 

2. 캡스톤디자인 교육성과 및 활용   
2.1 캡스톤디자인의 교육성과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커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 교과와 연계하여 캡스톤디자인을 운 함으

로써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한 캡

스톤디자인의 발  수업 모델 구성을 한 하나의 방

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먼 ,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설문자료와 활동일지, 성찰일지 등을 기 로 NCS에서 

제시한 시각디자인 직무와 련한 학생들의 경험을 분

석한 결과, 학생들은 캡스톤디자인 진행 후 시각디자인 

직무에 한 지식, 기술,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의 

설문결과를 정리한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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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디자인  
리서치

∙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최신 자료를 리
서치하고 분석할 수 있
는 방법 이해 

∙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캐릭터 디자인에 필요
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
술 향상

∙ 최신 디자인 트렌드 자료의 장
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
됨

∙ 다양한 자료들 중 로버트 할리 
캐릭터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
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됨 

∙ 교수, 업체 실무자와의 협의 과
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
고 피드백 받으려는 적극적인 태도
를 가짐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

∙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설정을 위해 캐릭터의 
장단점 분석 및 의견 조율

∙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를 시각화하는 표현 전
략 및 방법 이해   

∙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

∙ 처음에는 조원들끼리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캐릭터 제작
에 관한 의견도 분분하였으나 
지속적인 팀원들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그 방향과 전략을 모
색해 나감

∙ 업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
해하고 기존의 캐릭터와 차별
화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비주얼 
아이데이션

∙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
어 제시 

∙ 캐릭터 디자인 아이디
어 스케치 방법과 기법 
습득  

∙ 캐릭터 스케치 기술 향상 

∙ 로버트 할리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
시되면서 사고가 확장됨   

∙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스케
치 기법을 활용하여 콘셉트에 
따른 로버트 할리 캐릭터 디자인을 
시도함

∙ 회의시간을 통해 표상된 캐릭
터 디자인 스케치에 대해 자유
롭게 토론함으로써 디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배
양됨 

시안 
디자인 
개발

∙ 캐릭터 디자인 제작 과
정 및 방법 이해  

∙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에 맞는 시안 제작 기
술 습득  

∙ 캐릭터 디자인 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
여 보완하는 능력 함양 

∙ 팀 내에서 조원들이 만든 소스
를 활용해 디자인을 구상하고 
마무리 짓고 가다듬는 역할 등
을 나누어서 작업함

∙ 캐릭터 디자인 제작 과정 시 시
간을 관리하고 문제 상황을 처
리하는 능력이 향상됨

∙ 계획된 시안 제작을 위해 아이
디어를 시각화시키는 과정에서 
창조의 즐거움을 경험함

프레젠테이
션

∙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을 위한 자료 구성 및 
발표 방법 이해 

∙ 프로젝트 과정을  한눈
에 알아보기 쉽도록 판
넬 제작

∙ 완성된 캐릭터 디자인 
작품들 전시를 위한 기
기 준비 및 활용 기술 
습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
력 향상 

∙ 제작된 프로젝트 과정 판넬 및 
캐릭터 디자인 작품들이 돋보
일 수 있도록 전시에 힘씀 
    

∙ 발표 기기 점검 및 오작동이 없
는지 꼼꼼히 확인함 

∙ 프레젠테이션 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생각하는 등 
대회에 임하는 성실하고 침착한 자
세 습득

∙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하고 타
인을 설득해 이해시킬 수 있게 
됨

∙ 결과물들을 전시해 두니 이제
까지 해왔던 게 뿌듯하고 보람
됨

최종 
디자인 
개발

∙ 캐릭터 디자인의 높은 
완성도를 위한 다양한 
도구(tool)들과 그 활
용 방법 숙지 

∙ 로버트 할리의 생생한 
표정과 특유의 분위기
를 일러스트로 표현하
는 기술 습득 

∙ 사람 얼굴을 평면적으로 만들
다보니 왜곡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로버트 할리의 느낌이 전
혀 나지 않아 항상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로버트 할리답지 않
다.’였음. 

∙ 조원들끼리 아무리 노력해 봐
도 늘 2%정도 부족하였는데, 

∙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캐릭터 디자인 응용 능
력 향상  

다양한 도구들과 그 활용방법
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용하
면서 보다 섬세한 작업을 수행
하게 되었고 완성도 있는 캐릭
터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게 됨 
 

디자인 
제작 관리

∙ 캐릭터가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지고 인쇄물
이 나오는 과정 이해

∙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및 디자인 
관리 방법 이해   

∙ 자신들이 제작한 캐릭터 디자
인이 전문가에 의해 보완되고 
인쇄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서 뿌듯함을 경험함 

∙ 실제 업체의 과제로 작업 진행 
한 작품이기 때문에 디자인 실
무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었으
며 디자인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됨 

∙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
을 인식하게 됨

디자인 
자료화

의 분석 내용을 토 로 캡스톤디자인 교육성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있는 로버트 할리 이미지를 분석

하고 로버트 할리 고유의 특징과 장 을 최 한 부각시

킬 수 있도록 원들 간의 인스토 을 지속 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 

둘째, 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은  로

젝트로 진행되는 캡스톤디자인에서 원들 간의 계

가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자

신과 타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배려

와 력이 필요하며,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담

당해야 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셋째, 결과물에 

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지 까지의 학교 과제와 달

리 산업체와 직  연계하여 로젝트가 진행되며, 개발

된 캐릭터가 학원상표로서 여러 고물에 사용되어진

다는 생각에 자신이 맡은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

을 다하게 되었다. 넷째, 산업체와 함께 로젝트를 진

행함으로써 실질 인 실무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매주 학생들은 [그림 4]와 같이 산업체 실무자와 담당

교수와의 의를 통해 로버트 할리 캐릭터를 한 소스

를 제작하면서 보 인 디자인 실력이 차 향상 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  

지식과 실습 경험을 로젝트 진행 과정에 용해 으

로써 시각디자인에 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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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업체 실무자, 담당교수, 학생 간의 발표 및 평가 모습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원들과 산업체 실무자, 그

리고 담당교수와 업하여 로젝트를 분석하고 필요

한 자료를 조사하여 컨셉을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스

치하고 캐릭터디자인을 완성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산

업 장에서 직  체험하면서 시각디자인 직무에 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고 실질 인 직무 능력이 향상되었

음을 의미한다. 

    

2.2 캡스톤디자인의 결과활용            
본 연구의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제작된 캐릭터의 제

작과정은 [그림 5]이고, 수상결과는 [그림 6]이다. 한 

실재 배포된 로슈어에 응용된 캐릭터는 [그림 7]과 

같다. 캐릭터 제작을 의뢰한 로버트할리 본인, 로버트 

할리 소속사와 GT컴퍼니, 그리고 업을 진행한 다인

커뮤니 이션, 그리고 담당교수와 참여 학생들은 완성

된 캐릭터에 해 상당히 만족하 으며 다음과 같이 다

양한 역에서 극 으로 캐릭터를 활용하 다. 

그림 5. 캐릭터 제작과정 

첫째, 학생들은 캡스톤디자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이 

직  개발한 캐릭터 디자인을 교내 경진 회(동의과학

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 회)와 교외 공모 (2015 국

제디자인트 드  동상 수상)에 출품하여 수상함으

로써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로젝트에 한 성취감과 

실무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림 6. 공모전 출품작과 상장 

둘째, 다인커뮤니 이션에서 최종 으로 수정‧편집

한 로버트 할리 캐릭터는 서울 종로와 강남 일 에 

치한 ‘할리의 어캠 ’ 사업 지 에서 사인불로 활용되

었으며, 부산 시내  버스의  고에 캐릭터가 

활용되어 하루 약 2만회, 80만 여명에게 노출되었으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사회 계망서비스(SNS)의 온라인 마 에서도 캐릭

터를 면 으로 활용하 다. 이 외에도 수도권  

국에 있는 학원에 배포할 로셔  리 렛, 포스트에 

상징  이미지로 캐릭터가 사용되었으며, 향후 로버트 

할리 측이 진행하는 강의, 기부, 교육 련 사업 등에도 

캐릭터를 극 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때 캐릭터 

작권 인정에 해 서로 구체 으로 의할 정이다.

   

그림 7. 기업에서 활용된 수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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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캡스톤디자인의 가장 큰 장 은 학생들이 실무 로

세서를 경험함으로써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종합 이

고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내용을 조합하여 시각

인 형태와 물리 인 형태로 보여주는 디자인 제작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항을 악하는 능력과 이를 

반 하여 작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 이론만

으로 습득할 수 없는 실천  경험을 요구한다. 그런 

에서 디자인은 직‧간  경험 모두가 매우 요하다.

더욱이 2013년 부산 CT산업 황 분석 결과에 따르

면, 학을 졸업한 사회 년생이 장실무에 응하여 

실질 인 직무수행을 하기 해서는 통상 으로 9.5개

월여의 훈련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12]. 

이는 학에서의 산업 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경험

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로 문 학 시각디자인과에 재학 인 학생들의 경우, 

재학 에 경험 할 수 있는 실무경험은 의무 으로 실

시하는 약 2주에서 4주간의 장실습을 제외하고는 선

택 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경험 학습, 공 동아리 

활동이 부분이다. 더욱이 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도 

기업에서 진행되는 로젝트를 매우 간 으로 경험

하거나 일부만을 체험하게 되고 기업의 실무자가 학생

이 진행한 제작물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는 경우는 매

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 시각디자인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해 진행된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학생들

이 한 으로 구성되어 체계 인 단계를 통해 디자인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원들과 산업체 실무자, 그리고 

담당교수에게 지속 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창의력, 실무능력, 과제수행능

력, 동심을 경험해 보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뿐만 아니라 NCS에 기반하여 시각디자인 직무를 

체계 으로 계획하여 경험하고 경험한 학습의 결과를 

지식, 기술, 태도로 살펴 으로써 캡스톤디자인에 참여

한 학생들의 직무능력에 실질 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

었다. 한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제작한 캐릭터를 다양

한 역에서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로젝트를 온

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시각디자인 직무에 

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커뮤니

이션 디자인 로젝트’ 교과와 연계하여 캡스톤디자

인을 운 하 다. 캡스톤디자인은 비단계-실행단계-

평가단계의 순환과정으로 설계되었으며, 학생들이 시

각디자인 직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

도록 NCS의 시각디자인 직무에서 제시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에 극 활용함으로써 시각디자인 공 학

생들의 직무교육을 한 교육과정 개발에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 실무를 직  체험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계하

여 로젝트를 진행하 다. 더욱이 캡스톤디자인에 

한 차와 내용이 세 하게 계획되어 있어 산업체와 

학 간의 유기  계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실질 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매주 산업체 실무자와 담

당교수와 함께 진행된 회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산업 장에서의 실무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창의 으로 사고하고 함께 력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NCS를 용한 캡스톤디자인을 

개하 으며 이러한 설계가 학생들의 시각디자인 직

무에 한 지식, 기술,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

켰는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NCS 시각디자인 직무 능

력단 별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 태도에 있어 이 과는 

달리 정 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NCS를 용한 캡

스톤디자인이 시각디자인 공 분야 학생들의 직무교

육을 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은 교외 공모 에 출품하여 좋은 성 을 거두었

으며, 실제로 그 결과물을 다양한 역에서 련 사업 

홍보를 해 활용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

음을 시사한다.     

결론 으로 캡스톤디자인은 학교 수업에서 배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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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실무에 한 감각을 높이

고 공에 한 시야를 넓 으로써 미래의 진로를 선

택하고 비하는데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다는 에

서 시각디자인 공 분야에서 보다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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