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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년도 상명대학교 교내2018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apstone design is a creative and comprehensive educational program requiring 

practical adaptation skills for th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ults of design development, lectures and curriculum satisfaction 

for textile fashion products based on four years of capstone design curriculum 

from 2015 to 2018. The  curriculum consists of 26 groups of 72 students and 

a total of 26 final results were obtained via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he 

materials for product design development included differentiated clothing, 

leisure goods, bags, dog goods, smart goods, interior goods and recycled 

products based on textil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lectures involving 

the capstone design class was very high, with 4.2 out of 5.0 when the 

number of students was less than 10. However, when the number of students 

was 20 or higher and the number of students was large,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below 3.88. Therefore, the capstone design class comprising 

less than 10 students was better at individual teaching and teamwork.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capstone design curriculum,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teaching method addressing the needs of industry and academia facilitated 

practical learning. It was very helpful in improving competency related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majors and future employment. The capstone design 

curriculum was effective in the training for practical design development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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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배경�및�목적1.�

캡스톤디자인 은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capstone design)

있는 문제들을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주고 현장과 협업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하도

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Kim, 2016). 캡스톤디자인은 원 

래 공학계열의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창의적 종합설계 프로그램

으로서 학생들이 ,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등에서 실

제 필요로 하는 제품 등을 학생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는 · ·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현장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교육 과정이다(“Capstone design,” 2017). 디

자인은 다학제적 학문의 특성화 광범위한 영역 신기술의 접, 

목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학문간 융 복합이 가능한 학·

문분야로서 실무중심의 디자인 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Yoon, 2012). 또한 제 차 산업혁명  4

시대의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특히 디자인분야는 창의적인 

사고와 더불어 다양한 융합과 유연한 혁신적인 사고로 당면

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을 요구하

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 창조적 아이디어와 학문간 융 복합·

이 가능한 디자인분야에서도 캡스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디자인 실무 분야의 

현장지식 습득을 인턴쉽 또는 현장실습 등과 연계시켜 산합

협력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학 

디자인계열 교육은 직면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모색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가진 전문인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디자인계열 교육현장에. 

서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활용한 학습자들의 현장실무능

력 함양을 위한 문제해결방식의 수업 부분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업 적용의 시도가 필요하, 

다 이에 . 본 연구의 목적은 도래하는 제 차 산업혁명시대의 4

섬유패션산업체 실무융합형 인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

재역량 양성을 위하여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품디자인 개발기획 분야의 대학 디자인전공 교육

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습수요자는 상품디자인개발 실무 프로, 

세스를 통한 텍스타일 상용화상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의 , 

성과물 도출에 따른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교과과정

의 질적인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연구의�방법�및�범위2.�

본 연구는 수도권 경인 및 충청권 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 S

대학교의 디자인대학 섬유패션디자인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캡스톤디자인 교, 2015 2018 4

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한 상품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결과물 

및 학생 수업만족도 등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상품디자. 

인개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

체 전문가 자문과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본 수업을 통한 결과물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함

으로써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향상과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

체 직무 역량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년부터 2015

년까지 학기에 개설된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의 교과2018 1

과정으로 설계된 섬유패션산업체 산학연계 상품디자인개발 

교과목으로서 수강생 총 명을 대상으로 캡스톤디자인 설, 72

계 교과과정의 강의계획서에 따라 총 개 팀으로 수업을 26

진행하였다 본 교과목 운영에서는 학습문제 해결을 위하여 . 

상품디자인개발 프로세스의 매주 교과과정 진행내용에 따라 

팀별 또는 개별 과제 진행하였다 또한 산학 또는 기업연계. 

를 통하여 상품디자인 개발하여 최종적인 수업결과물로 연

계한 팀별 상품개발 분야는 텍스타일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

용도성과 기능성을 갖춘 차별화 된 의류 레저용품 가방, , , 

애견용품 스마트용품 인테리어용품 및 재활용 업사이클링 , , 

상품 등으로써 상품디자인개발 전개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

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수강학생들의 강의 및 수업만족도, 

를 결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변화를 살펴보기 . 

위해서는 해당학기별 강의수강인원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강의평가 요소별 만족도 평가내용을 통해 학, 

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 캡스

톤디자인 교육과정을 통한 텍스타일 상품개발 제안 및 수업

만족도 고찰 연구의 프로세스는  과 같다Figure 1 .

이론적�배경II.�

캡스톤디자인의�개념�및�필요성1.�

캡스톤디자인은 대학의 전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종

합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산업현장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 무형의 결과물을 설계 기획 제작하는 과정으로서 주로 공· · · , 

학계열의 학년 또는 학년 교과목으로 많은 대학에서 종합3 4

설계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

학분야가 아니더라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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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ss� of� Class� Curriculum� through� Capstone� Design

교과목으로 다학제간 융합분야 뿐만 아니라 의학 및 인문사

회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Jeon, 2018). 캡스톤디

자인 교과목 운영의 장점은 우선 산업체가 원하는 창의력과 , 

현장 적응력을 갖춘 현장밀착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현

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통

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Shon, 

2018). 결과적으로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 

력과 현장밀착형 인재양성 교육이 가능한 실용교육 측면에

서의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교육과, ,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인. 

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 2012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을 시작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시Cooperation) , 

스템 개선에서 캡스톤디자인 교육 운영을 중요한 평가 지표

로 정하여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

과 관련된 운영 매뉴얼 으로서 각 전공 분야의 캡스톤디자

인 수업 관련 교육 및 경진대회 등을 지원하였다, (Kim & 

Tae, 2018).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과과정 운영에서  캡스톤

디자인의 인정 교과목 기준은 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고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 또는 종합설계 를 부기하여 캡스“ ”         
톤디자인 여부가 명확히 들어나야 하며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가 지급되고 팀 과제로 학기 이상 운영되1  ‧            
는 경우로써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          
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apstone design,” 2018). 캡스

톤디자인 교육의 궁극적 교육목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의 향상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협력능력의, 

향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 전, 

달능력의 향상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을 통, 

하여 취업 후 재교육 필요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으로써(Cha & Kim, 

2016)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은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디, 

자인 전공 분야에서 운영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 

캡스톤디자인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

여 실제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하는 훈련과

정으로(Sur & Sim, 2016),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형 작품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여 수행, , 

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또한 공과 계열과 디자인 . 

계열 간의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의 차이점에 대한 Table 1

에서 살펴보면, 참여주체와 추진절차의 차이에서 공학 분야 

는 대학과 산업체 양자 추진이 가능하였지만 디자인 분야는 , 

기술적 실험 및 지식재산창출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참여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hon, 2018). 특히 주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현장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디자인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창출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지식재산창출은 향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요

소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Yoon, 2012).

캡스톤디자인에서�산학협력의�필요성2.�

산학협력은 하나 이상의 대학과 하나 이상의 민간 기업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기술과 지식

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교육부에서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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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apstone� Design� Contents� in� Engineering� and� Design

Division
Engineering� Course
Capstone� Design

Design� Course
Capstone� Design

Participant
University, industry,

Industry-Academic Education

University, industry ,

Government Offices

Linked Education

Goal Practical training
Practical training convergence

education

Procedure Straight type by two collaborations Triangular type by three collaboration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ne stop in student education

experiment and making

Industry, institutional experimentation and 

production separation

Major Achievements
Practical experience and practical knowledge 

acquisition

Practical experi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Shon, 2018, p.243)

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목· · ·

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대학· ·

연구소 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산학협력은 그 자체가 ·

목적이 아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 , 

양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

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학협력의 개” (Kim, 2013). 

념 이해로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 

육을 위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을 살펴볼 수 있다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 

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기존 이론식 수업에서 교육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제의 인

식 및 해결 방법과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 방법을 교육함으

로써 지식습득뿐 아니라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 등, , , , 

에 대한 통합적 해결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

무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산학협력의 주체(Jang 2015). 

가 되는 정부 산업체 대학, , 의 산학협력 목적을 에서 Table 2

살펴보면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대학이 , 

이를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학과 산, 

업체간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방안이 강구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캡스톤디자인은 . 

현재 공학계열 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으로 시제품이 제작되는 과정 혹은 향후 마케팅 과, 

정을 습득이 가능한 교과목으로서 학습자는 이와 같은 캡스, 

톤디자인을 통해 대학 기초 교육과정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분석하, 

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Kim, 

대학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2017). 

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채용연계성이 강한 교육모델로 확

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의 공동 참여를 . 

통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 사회맞

춤형교육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Lee 

& Huh 따라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대학생들이 , 2017).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문제해

결방식의 과제로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전공관련 직, 

무분야나 졸업 후 진출할 사회 영역과 미리 실질적으로 접

촉해보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디자인�분야의�캡스톤디자인�교육�프로그램�사례3.�

현재 국내외에서 캡스톤디자인을 교과목으로 하는 교육과정

은 공학계열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 및 타 계열에 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 

팀을 구성하여 융복합적 형태에서 산학과 연계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사회맞춤형 연계 또, 

는 글로벌형으로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K대학교 테크

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는 년부터 년간 차세대 디자이2014 5

너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브랜드 을 중‘TheDogCat’

심으로 석 박사과정생들이 개발한 기술 제품 디자인을 특허· · · ·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출원 후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실무형 ·

프로세스로서 정규수업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문화된 산학, 

연계 연구개발 과 디자인전공 간의 융합수업인 캡스(R&BD)

톤디자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와 디자인 교육기관 간

의 상생 가능성을 높혔다(Jo & Cheon, 2019). 창의성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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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rpos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Government Industry University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fficient use of university knowledge by 

expanding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

 Secure human resources

 Reduced cost of new technology, design 

and new product development

 New business opportunities due to 

challenging investment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Provide change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 promotion of R & D 

Activities

 Cultivate practical human resources to 

meet the needs of the industry

 Scholarships and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students

 Increased employment rate

 University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fund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Acquiring new knowledge

 Sharing of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Personnel exchange

 Exchange of the latest research data through mutual consultation

(Kim, 2017, p.128)

융합능력 에 관한 인적 자원개발의 여러 방법 중 현장중심 “ ”

교육의 방안중 하나인 캡스톤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검토하였다 교수자 학습자 산. · ·

업체 간의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프린팅 제품디자3D 

인을 산학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하여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Shon, 2018) 국내 외 글. ･
로벌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년 국내 2015 S

대학교 시각디자인학생과 미국의 대학교와 함께 서울 브랜B

딩 협업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서 아이덴티티 포스터 디자, , 

인 웹 앱 디자인 홍보콘텐츠 및 상품개발 교과목의 캡스, & , 

톤디자인 적용 글로벌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 

학 분야가 아닌 디자인 분야에서 캡스톤디자인 교육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형 결과물을 도출한 수업 사례 연구를 소개함으로서 시각디

자인 분야에서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시켰다(Jang, 2016) 지속가능한 패션을 개발하는 패션기업. 

과의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패

션제품 개발을 위하여 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서 문제중심 , 

학습에 입각하여 수업전개 문제의 제시 문제의 분석 및 해, , 

결 결과물 발표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 순으로 패션디자인 , , 

분야에 캡스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Jang, 

2015)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면서 교육의 질은 향상되어 .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 위치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교육을 운영하여 수

요자 중심의 대학 체질개선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한 캡

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자. 

인 개발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추진은 디자인 산업융합전략

과 디자인주도의 디자인비즈니스 생태계의 고도화 관련 산, 

업융합 캡스톤디자인 위상강화 디자인 한류확산을 목표로 , ,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Kim, 2016). 

캡스톤디자인�교육과정을�활용한�텍스타일�상품개발� �III.�

제안� � �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디자인 계열 섬유2015 2018 4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텍스타일 상품개“

발 교과목에 대한 캡스톤디자인 교과과정 프로세스의 도출 ” 

결과물 및 학생 수업만족도 등을 분석 기술하였는데 텍스타, 

일 패션 상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는 & 과 Figure 2

같고, 캡스톤디자인 프로세스는 과 같다Table 3 . 본 연구의  

교육과정은 문제 중심의 해결학습을 기반으로 한 캡스톤디

자인 수업으로써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문제제시 문제 분석 , , 

및 해결방안 도출 평가 및 피드백 수정 결과물 발표 수업, , , 

만족도 평가 및 고찰의 순으로 산학연계한 조별 팀활동 수

업방식이었다. 텍스타일 패션 상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 

술조사 및 실무능력 향상 활동은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체 전문가 자문 조별 견학 및 팀 미팅을 진행하였고, , 

본 수업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송하영� 캡스톤디자인�교육과정을�통한�텍스타일�상품개발�제안�및�수업만족도�고찰�/� � � � � � � 129

Figure� 2.� Design� Process� of� Textile� &� Fashion� Product� Development�

Table� 3.� Capstone� Design� Process

Contents Title Class� Content� and� Organization

1) Class preparation

 Understanding class outline

 Goal setting

 Team composition

 Lecture-textil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eam presentation

2) Problem 

presentation

 Data research and collection

 Identifying problems and needs-selecting ideas

 Goal setting for problem solving

 Target product selection

 Team activities-discuss, presentation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 Meetings 

& activities

3) Problem analysis 

and resolution

 Development idea & problem analysis

 Self-directed learning-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esenting problem solving-presenting and 

arranging product development

 Team activities-discuss, presentation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 Meetings 

& activities

4) Presentation of 

results

 Presentation of the final problem solving plan 

 Development plan review, feedback, and 

correction of the final product development

 Team activities-discuss, presentation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 Meetings 

& activities

 Participated in Capstone Design contest

5) Evaluation and 

consideration

 Expert evaluation of final product development 

plan

 Class satisfaction evaluation and discussion

 Team activities-discuss, presentation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 Meetings

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향상과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체 직무 역량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문제제기를�통한�목표�설정�및�해결방안�도출1.�

본 연구에서는 섬유패션산업체 상품디자인 개발기획 분야의 

실무중심형 인재를 배양시키기 위하여 산업체와 연계한 캡, 

스톤디자인 디자인 교육과정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프로세스

를 Tabl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 단계별 텍스타일상품 디자 

인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산업체 전문가의 자문과 멘토 적, 

극적인 문제해결중심의 팀웍 작업으로 최종목표의 텍스타일

상품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Table 4

같이, 디자인대학 섬유패션디자인전공의 년부터 년2015 2018

까지 년간 전체 수강생 명으로 한 팀에 명 정도 구4 72 , 3~4

성되어 총 개 팀에서 개의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였26 26

다 텍스타일상품 디자인개발.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전문가의 자문과 멘토의 역할

을 바탕으로 각 조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프로세스 단계, 

별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와 조사 학생발표 및 맨투맨,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의 아이디어 (man-to-man)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팀별 상품개발의 주제는 텍스

타일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용도성과 기능성을 갖춘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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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류 레저용품 가방 애견용품 스마트용품 인테리어용, , , , , 

품 및 재활용 업사이클링 상품 등으로서 다양하게 상품디자

인개발 아이디어를 전개하였다. 본 교과목 전개는 단계별  학

습문제 해결을 위한 텍스타일상품 디자인개발 프로세스의

Table� 4.� Textile� &� Fashion� Product� Design� Idea� by� Team(25� Groups)

Year Target� Textile� Product Identifying� Problems� and� Needs-selecting� Ideas

2015

1 Eco-friendly Hanji leather bag Eco-friendly material, versatile, functional bag

2 Book cover using jacquard fabric packing
Various uses of fabric packaging materials, 

differentiating book cover

3 Multipurpose bag utilizing waste denim Eco-friendly upcycling, multifunctional bag

4 Children's wallpaper using luminous fiber
Wallpaper differentiation, smart product development 

applying new textiles

5 Slipper design with waste banners
Eco-friendly upcycling, environmental protection, 

one-step design

6 Healing curtain using luminous fibers
Differentiate curtains, develop smart products with new 

textiles

7 Cellphone cover with neoprene textiles
Development of niche products and smart products with 

new textiles

8 Versatile tumbler case Niche product, templar case with versatility

9 Watch designs in decorated textiles Design with various upcycling fabrics

2016

1 Textile design applied lounge wear New concept fashion item loungewear

2 Versatile infant storage bag Multipurpose, functional baby storage bag different

3 Bag using waste umbrella textiles Eco-friendly upcycling, versatile, functional bag

4 Eco-friendly Hanji leather laptop bag
Differentiating Laptop Bags, utilizing eco-friendly textiles 

& developing applications 

2017

1 Versatile, functional tent jacket
Outdoor product differentiation, multifunctional new 

design

2 Multifunctional carrying bag for pet dog
Convenience, multifunctional dog carrying pet bag using 

new textile

3
Environmental interlocking DTP side earnings 

for car

External environment sensing function, DTP side-earning 

smart goods

4 Multifunctional rest bag for youth Versatile, comfortable bag with rest

5 Suitcase with safety Differentiation of travel bag, travel bag with vest

2018

1 Baby multifunctional bed-bag
Expanding differentiation, convenience, and 

multifunctionality

2
Convenience, design highlighted laptop 

pouch bag

Laptop pouch bag for safety, practicality, convenience 

and design

3 Mask design for fine dust blocking
Fine dust blocking mask design with high functional 

textiles

4 Bag using waste tent fabric
Eco-friendly upcycling, customized bag design based on 

consumer needs

5 Single leisure multifunctional chair-tent bag
Differentiation tent items for storage, convenience of 

movement

6 Reform product design using waste denim
Eco-friendly upcycling, customized bag design based on 

consumer needs

7
Pet bag with multifunctional movement 

convenience
Differentiation of convenience, versatility and pet bag

8
Sandal design using waste sofa and car seat 

cover

Eco-friendly upcycling, customized bag design based on 

consumer needs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진행하였고 산학 또는 기업연계 팀별 , 

활동을 통하여 상품개발 아이디어의 최종 목표 결과물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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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를�통한�텍스타일상품개발�결과물�도출2.�

본 연구의 년부터 년까지 캡스톤디자인 교과과정2015 2018

으로 설계된 섬유패션산업체와 연계한 텍스타일 패션 상& 

Table� 5.� Textile� Product� Development� Results� through� Problem� Solving

Type Textile� Product� Results

Bag

(13)

Multipurpose bag utilizing waste denim(writer photo, 2015)

Bag using waste umbrella textiles

(writer photo, 2016)

Multifunctional carrying bag for pet dog

(writer photo, 2017)

Baby multifunctional bed-bag

(writer photo, 2018)

Pet bag with multifunctional movement 

(writer photo, 2018)

품디자인 개발 교과목의 수강생 총 명을 대상으로 한 72 26

개 팀의 분야별 제안된 개의 아이디어는 26 와 같고Table 4 , 

이의 최종 제안된 아이디어의 도츨된 결과물들 중 일부는 

와 같다 수강학생들이 관심을 갖은 Table 5 & 6 . 텍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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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Type Textile� Product� Results

Interior

(2)

Healing curtain using luminous fibers

(writer photo, 2015)

Wallpaper using luminous fiber

(writer photo, 2015)

패션 상품디자인 개발& 의 주제는 친환경 업사이클링과 텍

스타일 고기능성 신소재를 적용한 다용도성과 기능성을 갖

는 상품개발의 아이디어 주제에 주로 관심이 많았다 텍스타. 

일상품 디자인개발에서 도출된 최종 개 결과물의 분야별 26

주제들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개로서 가장 많았고 레저류, 13 , 

는 개 의류 개 인테리어 개 신발 개 그리고 기타로 3 , 2 , 2 , 2

분류한 직물포장재 상품과 미세먼지 마스크 상품 개발에 관

한 아이디어 등의 개 이었다 인간공학적인 편리성 및 기4 . 

능성을 고려한 가방디자인에서 가장 많은 개 팀에서 관심13

이 있었고 쾌적하고 재미요소를 갖는 소비자 웰빙에 관한 , 

인텔리전트 텍스타일을 활용한 환경연동형 스마트 인테리어

상품 그리고 최근 소비자 관심도와 산업성장력이 증가하고 , 

있는 캠핑 레저산업과 애견산업의 개발상품에서 고기능성 

및 다용도성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소재 적용과 디자인개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수업의 최종 . 

결과물들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캡, 

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수강학생들의 강의만족도 및 수

업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연도별 수업만족

도를 해당학기별 강의인원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를 비교 분

석하고 강의평가의 문항요소별 학생만족도를 고찰하였다, .

캡스톤디자인�교육과정의�수업만족도�고찰3.�

본 연구조사 대상 학생들은 년에서 년까지 년간 2015 2018 4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생 총 명이었고 성별분포는 남72 , 

학생이 명 여학생이 명 이었다 계열분9 (12.5%), 63 (87.5%) . 

포는 디자인계열 섬유패션디자인전공 학부생 학년들로2~3

서 총 개조로 구성되어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프로세스26

에 따라 텍스타일상품 디자인개발에 관한 기획을 산학연계

형 문제해결중심의 팀웍 작업으로 수업 진행하였다. Table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강의만족도를 

연도별 수강인원에 따라 살펴보면 만점기준 중 수강 인, 5.0 

원이 명 이하인 경우인 년도는 명 년도는 10 2016 4.2(8 ), 2017

명 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수강 인원4.4(9 ) , 

이 명이상으로서 수강인원이 타년도 대비 많을 때인 20

년도에서는 명 년도에서는 명 으2015 3.53(31 ), 2018 3.88(24 )

로서 만족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캡스톤, 

디자인 수업진행에서는 조별 팀웍뿐만 아니라 교수의 개별 

팀티칭으로 학생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강인원이 명이상으로 많으면 학습효율이 저하됨을 파악20

할 수 있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Table 8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업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강

생들은 대체적으로 산학연계형 실무중심의 캡스톤디자인 수

업방식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 산업체 기“ (4.26).”, “

술자문이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 대부(4.51).”

분 응답하였던 반면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여시의 조, “

별과제 진행이 힘들었다 채점에서 공평한 평가기준으로 .”, “

보다 더 명확히 하였으면 등의 문제점들을 개별 의견으로 ” 

제시하였다 그리고 캡스톤디자인 수업방식을 통한 상품디자. 

인 개발기획 전공 관련 역량향상 과 향후 취업에 도움이 (4.4)

매우 될 것이라고 나타났지만 이와 같은 수업을 다시 (4.33) , 

참여할 의사는 비교적 낮은 응답 으로 나타났던 것으로(3.96)

써 타 수업방식과 다른 팀웍 문제해결 수업방식에 대한 흥

미유발 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본 교과. 

목이 유지되어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써 본 캡스톤디자(4.31) , 

인 교육설계 교과목을 통한 실무중심의 능력배양을 위한 텍

스타일 패션상품 디자인개발기획 교육에 효과가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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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xtile� Product� Development� Results� through� Problem� Solving

Type Textile� product� results

Cloth

(2)

Textile design applied lounge wear

(writer photo, 2016)

Reform design using waste denim

(writer photo, 2018)

Shoe

(2)

Slipper design with waste banners

(writer photo, 2015)

Sandal using waste sofa & car seat cover

(writer photo, 2018)

Leisure

(3)

Versatile, functional tent jacket

(writer photo, 2017)

Single leisure multifunctional chair tent bag

(writer photo, 2018)

Other

(4)

Book cover using fabric packing 

(writer photo, 2015)

Mask design for fine dust blocking

(writer pho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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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pstone� Design� Teaching� Satisfaction(N=72)

Survey� Contents(5� Point� Scale)

Year

Average2015
(N=31)

2016
(N=8)

2017
(N=9)

2018
(N=24)

Has the lecture plan been specifically provided with 

textbooks and references, hourly experiments / exercises / 

practical content, assignments, and grading methods?

3.54 4 4.29 4 3.96

Did the professor  teach enthusiastically based on academic 

understanding?
3.72 4.29 4.57 4.04 4.16

Has the lectur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specified in the lecture plan?
3.34 4.14 4.43 3.87 3.95

Did the professor thoroughly manage the class (punctuality, 

post-custody, etc.)?
3.68 4.43 4.43 4.04 4.15

Did the students take this course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in this area?
3.55 4.29 4.57 3.87 4.07

Was the teaching method (lecture, experiment / practice / 

practical demonstration, student participation, discussion, 

etc.) appropriate to achieve the lecture goal?

3.55 4 4.43 3.78 3.94

Did the professor  encourage the studen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class?
3.635 4.14 4.29 3.78 3.96

Did the tasks and exams enhance the learning effect by 

complementing the lecture content?
3.4 4.43 4.29 3.83 3.99

Did the professor give specific feedback on assignments and 

exams?
3.445 4.14 4.43 4 4.00

Wa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is lesson? 3.385 4.14 4.29 3.57 3.85

Teaching Satisfaction 3.53 4.2 4.4 3.88 4.00

Table� 8.� Capstone� Design� Course� Satisfaction(N=64)�

Classification Survey� Contents(5� Point� Scale)

Year

Average2015
(N=31)

2017
(N=9)

2018
(N=24)

composition and 

progress

 I understand the purpose and intent of Capstone 

Design class.
4.27 4.5 4 4.26

 CapstoneDesign has improved the students’ 

comprehensive problem solving skills.
4.07 4.5 4.21 4.26

 Advisor's advice (or technical advice from industry) 

helped solve the problem.
4 5 4.54 4.51

 The students fully understood the process and 

procedures of Capstone Design in advance.
3.73 4 3.92 3.88

Interaction with 

students

 Capstone Design helped the students with my 

major.
4.07 4.75 4.39 4.4

Participation in Capstone Design is likely to help 

with employment.
4.03 4.75 4.21 4.33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contribution 

of industry.
3.62 4.25 3.6 3.82

class feedback

 If there is an opportunity, I will try to participate 

again.
3.6 4.5 3.78 3.96

 Hoping that Capstone Design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and that a lot of juniors 
4.13 4.75 4.06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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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제언.�Ⅳ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산업현장 실무적응능

력을 갖춘 창의적인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공학계, 

열 뿐만 아니라 디자인분야에서도 산업체 현장 실무능력 함

양을 목적으로 산합협력 연계시킨 창의적 종합설계 교육과

정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대학 섬유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년, 2015

부터 년까지 년간의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교과목을 2018 4

통한 텍스타일상품 디자인개발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결과물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생의 강의 및 수업과정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한 결과물은 캡. 

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산학협력

을 통한 산업체 실무 직무역량강화의 계기와 인턴쉽 기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캡스톤디자인 교과과정으로 설계

된 텍스타일상품 디자인개발 교과목은 총 명의 개 팀으72 26

로 구성되어 상품디자인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팀웍 활동으로서 산학연계를 통하여 분야, 

별 총 개 최종결과물들을 도출하였다 텍스타일 패션26 . & 

상품 디자인개발 아이디어의 주제는 텍스타일소재를 기반으

로 한 다용도성과 기능성을 갖춘 차별화 된 의류 레저용품, , 

가방 애견용품 스마트용품 인테리어용품 및 재활용 업사, , , 

이클링 상품 등이었고 분야별 아이템은 , 가방류가 개로서 13

가장 많았고 레저류는 개 의류 개 인테리어 개 신발 , 3 , 2 , 2 ,  

개 그리고 기타로 분류한 직물포장재 상품과 미세먼지 마2

스크 상품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상품 개 이었다4 . 

본 연구에서 디자인계열 섬유패션디자인전공 학부생의 캡  

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강의만족도는 만점기준 

중 수강 인원이 명 이하인 경우에 이상으로 전반5.0 10 4.2

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수강 인원이 명이상으로 , 20

수강인원이 많을 때에는 이하로 만족도가 보통수준인 3.88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개별 팀티칭 , 

및 팀웍작업으로서 학생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매우 중

요하므로 수강인원이 많으면 학습효율이 저하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업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산학연계형 실무중심의 캡스톤디자인 

수업방식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 산업체 “ (4.26).”, “

기술자문이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 대(4.51).”

부분 응답함으로써 캡스톤디자인 수업방식을 통하여 상품디

자인 개발기획 전공 관련 역량향상과 향후 취업에 도움이 

매우 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향후 . 

지속적으로 본 교과목이 유지되어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참“

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본 캡스톤디자(4.31)” , 

인 교육과정 교과목을 통한 실무중심형 상품디자인 개발기

획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하여 산학연계형 교과과정으로서 텍스타일 패션상& 

품 디자인개발기획 분야에 캡스톤디자인 설계교육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참여와 소

통 협업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 

실질적인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학연계형 수

업구성 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킬 , 

수 있는 다학제적인 융합형 교육과정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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