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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pstone design, is a heartfelt cooperation curriculum because the ultimate goal is to 

train people who already have the ability to complete the tasks of the job without retraining 

them in the field immediately after being hired. However, there is a need for the design 

study in the fashion industry where a variety of operating models could be tried; more 

specifically case studies than engineeri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apply to the types 

of voluntary projects and industrial challenges linked to the different types of virtuous circle 

window systems over twice in two years. Result capitalization applied to different types of 

derived forms associated with start-up technology transfer form. In addition, start-up will 

be done in conjunction with student-centered forms of the participation of Cooperation 

Coordinator. This was weak in the form of technology transfer interventions which were 

made as a result of the overall involvement of the industry. In order to elici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is system will have an ideal company to 

reflux. Therefore, reflux that created assets to the students, and the reflux of product 

design created by students in companies professor final a virtuous cycle system operating 

models that can derive enhancements accept feedback to both students and companies 

redefining the performing models It presented. This operating model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you with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high experiential value to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and the industry. In this study, experiments in environmental A 

Study, silseupbi no support will be given to alternatives to solve them.

Keywords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 capstone design(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case    

운영사례           study( ), Operating model design 운영모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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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세기를 대표하는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  21

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이다 과거의 화두가 생산과 . 

기술이었다면 현 시대는 창조와 융합인 것이다 이. 

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한 가지만으로

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기업이 선호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

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 

소 및 산업과 대학의 공생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

를 갖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캡스톤디. 

자인 은 산업 밀착형 인재를 양성(Capstone Design)

하고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산업을 견인한다는 목표

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공학 분야

에서 처음 적용되어 현재까지 여러 성공 모델을 갖

고 있다(Shin, & Kweon, 2013).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적응능력  

을 갖춘 창의적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측면

에서 디자인 분야와도 관련성이 매우 높다(Yoon, 

2012 특히 패션분야는 직무관련 지식 기술 태도 ). , , 

역량습득이 중요한 분야로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

체제를 요구하며 학제적 교육방식을 통한 문제해결

형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수요 맞춤형 혁신 산학교. 

육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은 실무형 전공에서는 더

욱 절실한 교육인 것이다. 

이처럼 패션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캡스톤디자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 Han 은 동대문 (2014)

평화시장 기업의 여성시니어 의류개발에 캡스톤디자

인 운영모형을 설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 

은 지속가능한 패션기업과 과제를 선정Jang(2015)

하고 개발된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상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는Lee & Ha(2015) 학 4

년 졸업 작품 교과목에서 니트 디자이너 양성을 목

적으로 특강 및 전시평가에 가족기업 실무자를 참여

시킨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학인증제를 실시하며 다양한   운영모델을 

연구 실행중인 공학 분야에 비해 패션분야의 운영, 

모델연구는 Han 의 연구가 유일하다 현장중(2014) . 

심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다변화적 접근형태의 운영

연구가 적극적으로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 공시 캡스톤디자인 운영체

계를 기반으로 하되 패션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추진영역을 추가 및 확장하여 학습자 중

심의 선순환 시스템을 설계 적용한 운영사례를 제, 

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 

보다 폭넓은 영역의 산학협력 운영모델을 창출 확, 

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Ⅱ

캡스톤디자인 개념과 목표  1. 

캡스톤디자인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 교과목과는   

다른 형식을 가진 교육 형태이다(Im, 캡스톤2006). 

은 사전적 의미로 건축에서 건조물의 꼭(Capstone)

대기 즉 정점에 놓이는 갓돌이나 관석을 의미하며 , 

마무리 절정 극치감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 , . 

캡스톤디자인은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학부과정을 마무, 

리하는 최종 교육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Lee, Jun, Lee, Chang, 2009).＆  

그러나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종합하여 

살펴보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팀을 이, , 

루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협력능력의 향상 진, 

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전달

능력의 향상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을 , 

향상시키는 것이다(Eun, Lee, Kyung, Ryu, & Lee, 

이를 통한 캡스톤디자인 교육의 궁극적 교육2012). 

목표는 취업 후 재교육 필요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Lee, et al., 따라서 캡스톤디자인은 공학 2009).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공시 캡스톤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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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길라잡이 개정판 공시에 따  (2015) 

르면 캡스톤디자인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이 스스로 설계 제작, ,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 , 

제적인 팀워크 발표능력 향상 리더의 역할을 수행, ,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으로 형태

Table 1. Capstone design mode & Task type categories

Separator Promotion form Task type

Capstone design

Each major type
Creativity freedom task

Industry association task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type

Creativity freedom task

Industry association task

source : Education Ministry, www.moe.go.kr

Figure 1. Capstone design Operating System by the Education Ministry 

-www.moe.go.kr

와 유형에 따라 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Table 1. .

또한 캡스톤디자인을 학과의 정규 교과과정에 적  

용시키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감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 같은 운영체계를 공시하고 있다Figur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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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의 개설기준은 전공필수 및 전공 선  

택의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전공 선택 과목일 경

우 팀 과제로 최소 학기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1

다 또한 산업체 참여와 미참여 과제를 분리하여 관. 

리하고 산업체 담당자가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지도

해야 한다 대학에서 캡스톤디자인의 시행규칙을 제. 

정하여 지속성을 갖도록 하며 제정항목은 대상 과, 

제신청 선정 과제수행 재료비집행 결과보고 만, , , , , 

족도조사 등이고 와 같은 표준운영절차를 Figure 2.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Figure 2. Capstone design Operating Procedures by the Education Ministry 

-www.moe.go.kr

분야별 캡스톤디자인 운영   3. 

공학 분야의 캡스톤디자인  1) 

공학 분야에서는 기존 공학 교육 과정의 여러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캡스톤디자인 교육이 강조되

고 있다 캡스톤디자인은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필수 . 

과목으로 년 처음으로 실용교육 강화를 위한 1994

정규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년부터 창의적 공2001 “

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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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확산되었다(Lee, 2014). 공학자의 기본 역 

할과 창의적인 공학설계 능력의 배양을 위해 공과대

학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미국의 공과

대학에서는 미국공학교육인증원 의 공학교육(ABET)

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따라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운

영하고 있다(Lee, 2014).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에서도 종합적인 설계교육을 강화하도록 요(ABEEK)

구하고 있어 각 대학의 공과대학교육과정에 창의적 

공학설계교육에 관련된 교과를 공학필수 및 선택과

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Ryu, 2008).

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운영형태는 공학교육혁신센  

터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 추진하는 공과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KIAT)

다 우리나라 공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 배출. 

하는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의 양적 질, 

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자 중

심의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7

년부터 년까지 년간 단일사업으로 추진됐다2011 5 . 

현재는 최장 년간 추진되는 단계 공학교육혁신10 2

센터 지원 사업이 년부터 시작되어 대학 당 연2012

간 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2 (“Engineering 

캡스톤디자Education Innovation Center”, 2013). 

인은 실행 학습 교육방법으로 다양한 학습모형을 사

용할 수 있으며 학습모형들은 구체적인 실천 과정으

로 세부단계를 구성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현재 소. 

개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의 사례들을 보면 공학 분

Separator Low Usually High
100 points equivalent average 

(points)

Product design 45.6 41.9 11.9 39.51

Visual design 31.5 49.7 18.8 44.84

Environmental/Interior 41 39.3 19.7 43.27

Other design 47.8 31.4 19.4 41.16

Subtotal 39.5 42.6 17.5 42.65

Table 2. Industry distinction University Design Education task Contribution

Source: Statistical Office, http://kosis.kr

야의 설계를 기본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으로 접

근하는 적용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Lee, 

2014).

디자인분야의 캡스톤디자인  2) 

디자인분야에서도 캡스톤디자인 교육이 강조되어   

전공 영역이 융합되는 새로운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년 통계청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2012~2013

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와 같이 대학 디Table 2.

자인 교육의 산업체 업무 기여도는 평균 로 디42.65

자인교육이 실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교육운영이 달라져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과 같이 디자인 전공 대학 교육 중 시급Table 3.

히 보강되어야 할 사항으로 디자인관련 실무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대학의 실무중심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헤럴드 경제포럼  (“Change from education,” 

에서는 현재의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문2012)

화는 창의력을 기르기 힘들고 대학에서도 다양한 , 

분야의 경험을 쌓기보다는 스타일링 위주로 (styling) 

시각적 창의성 만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 ’

디자인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The Herald 

Business, 201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전공에서 부각된 산학  

협력 모델은 과거 공학 분야의 전유물이었던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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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캡스톤디자인의 설계를 도입 운영하여 실무중심 , 

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운영을 재구축하기 시

작하였다고 사료된다.

패션분야의 캡스톤디자인   3) 

패션분야도 디자인분야와 함께 실무 중심 형 교육  

Table 3. Design matters that need to be urgently reinforced in Majors of a College Eduaction

Separator
 Working

 education

 theory

 education

 computer

 Technology

 Promoting  

 creativity

 foreinge

 language skill

 Presentation and  

 Gray matter

Interior design 151 19 28 101 5 34

Product design 542 60 90 339 14 96

Visual design 201 24 24 126 2 26

Digital Media Design 13 1 2 7 1 5

Environmental Design 151 19 28 101 5 34

Fashion Design 49 6 18 20 1 1

Craft Design 4 0 3 3 0 0

Subtotal 546 61 92 341 14 96

Source: Statistical Office, http://kosis.kr

Figure 3. Fashion practical type Capstone Design Operating Model

-Han, Y. (2014).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시대흐름에 편승하여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 운영 사례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Han 는 평화시장의 여성시니어 브랜드 프로(2014)

젝트를 중심으로 캡스톤디자인을 적용하였는데 개3

의 시니어 브랜드에서 요구한 기획과제를 선정하고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단계를 실시한 운영모형을 , , , 

과 같이 개발하였다Figur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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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학협동 캡스톤디자인과 지속가능  Jang(2015)

한 패션이라는 개념을 결합시켜 지속가능성을 추구

하는 개의 패션기업을 선정하고 연구협조를 얻어 3

캡스톤디자인을 실행하였다 문제 중심 학습에 입각. 

하여 수업전개 문제의 제시 문제의 분석 및 해결, , , 

결과물 발표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의 순으로 실시 , 

한 후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장남경은 학생들. 

이 짧은 기간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하고 패션

기업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이슈인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한 학생들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었고 생산자를 고려한 디자인과 생산방법 및 공정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인 틀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

였다 또한 기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 

실무담당자들이 전략상품으로 재탄생시켜 지속적인 

기업참여를 이끌어내었다.

는  Lee & Ha(2015) 목원대학교 학년 졸업 작품  4

제작과정에서 니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캡스톤디

자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는데 산학협력에 의해 컨

소시엄 형태로 운영된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캡스톤디자인 교과운영과 차별성을 갖(Yoon, 2012) 

는다고 하였다 패션의 경우 일 년에 걸쳐 신상품을 . 

개발하는 만큼 목원대학교 졸업 작품 제작 교과목의 

일 년 과정은 산업체와의 직접적인 연결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패션산업의 실무환경. 

과 대학의 일 년 단위 교육시스템을 고려한 운영을 

실시하여 가족기업 담당자의 특강 및 작품 전시평가

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분야의 캡스톤디자인 운영사례는   

공학 분야에 비해 연구사례가 적어 일정한 가이드라

인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 

패션분야에 적합한 운영기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영모델연구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 방법 및 절차. Ⅲ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교육부의 캡스톤디자인 추  

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패션분야에서 보다 발전된 

운영모델 사례를 제시하고자 선순환시스템 모델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모델은 대학교 캡스톤디자인 . K

교과에서 년 학기에 회 년 학기에 2012 2 1 , 2013 2 1

회 총 차례에 걸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모, 2

델 사례를 제시하였다. 

년도에 실시된 캡스톤디자인의 과제유형은   2012

창의 과제 유형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수행하였다. 

산업체는 수익창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위탁판

매 지원을 해주었으나 과제도출은 학생들 스스로 하

였다 동대문 두타쇼핑몰 지하에 위치한 신진디자이. 

너 편집샵에 입점판매를 목표로 과제수행을 실시하

였으며 비용지원기관 중소기업육성센터 에 신청하여 ( )

사업계획서 및 시제품 발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 

독창성과 참신성을 인정받아 입점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년도에 실시된 캡스톤디자인의 과제유형은   2013

산업체 연계 과제 유형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과제

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을 수행하였다. 

수행 팀 운영 방식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운영방식을 도입한 팀 빌딩을 진행하였으며 기획, 

설계 제작 판매까지 패션의 전 분야를 수행하였다, , . 

대학과 학생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판매수

익을 창출하였으며 산업체와 대학의 협력관계는 과

제미션을 제공한 기업에서 원단을 현물지원하고 실

무자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연계기업 롯데백화점 , (

명동점 에서는 팝업스토어 프로그램 기획 및 판매장)

소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운영모델을 설계 적용한 사례연구로써   , 

캡스톤디자인 참여 학생들의 구체적 아이템 및 작품 

결과물 소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및 절차. 

는 와 같다Table 4. .

연구결과. Ⅳ

캡스톤디자인 운영 유형  1. 

캡스톤디자인 교과 목표는 산업체의 제품군을 이  

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상해내고 제품의 개발

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패션분야의 모든 과정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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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며 판매수익과 결과성찰을 수행목표로 하였다, . 

각 운영된 과제유형과 성과발표방법 및 자산화유형

은 와 같다Table 5. .

과제유형별 선순환 시스템 설계 및 적용    2. 

방법     

창의 자유 과제    1)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교육부   

추진체계에서 종료하지 않고 자산화를 수익 형으로 

Table 4. Research proceedings

introduction Purpose and Meaning

         

Theoretical Background

Concepts and objectives of Capstone Design,

Education Ministry disclosure Capstone Design Review, 

Capstone Design sectoral operations(Engineering, Design, 

Fashion)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procedures in progress

         

Operations 

Case Study

Capstone Design Operating type

Challenges type of virtuous cycle system design and method 

of application(Creativity freedom task, Industry association 

task) Type Comparison & The final proposed operating model

         

conclusion Research Review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Table 5. A study of Capstone Design Overview in 2012 and 2013

Separator
Promotion 

type
Project type

Result published 

method
Capitalization type

2012 year Major 

individual 

type

Creativity freedom 

task

Dongdaemun Doota 

Mall neighbor
Founded linked Type

2013 year
Industry 

association task

lotte Department Stores 

neighbor
Technology Transfer Type

Source: Researchers writing

창출하여 환류 시키는 선순환 시스템을 와 Figure 4.

같이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수가 산업체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 

캡스톤디자인 참여여부를 조사하였다 개 기업 스. 9 (

와로브스키코리아 시선인터내셔널 신성통상 휠라, , , 

코리아 트렌드 아트비전 두산타워 제로투, MK , KBS , , 

세븐 밀앤아이 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 ) 2012 7 23

월 일까지 현장방문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8 17

과 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참여불가 1

답변을 받았으며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이해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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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저해를 불가사유로 밝혔다 기업입장에서는 무. 

상 재능기부형태의 인적자원 지원과 현물 원단 현금( )·

장학금 지원이 부담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캡스톤디자인은 교육부 운영지침에 시제품제작을   

위한 실험 실습비 지급을 필수인정범위로 두고 있·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판매수익을 실험. ·

실습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캡스톤디자인 운영에서는 산. 

업체가 가지는 애로사항 해결에 중심을 두고 산업체

의 인적자원 지원을 기대하지만 본 연구는 산업체가 

가지는 애로사항은 잘 팔리는 아이템 이라는 대명‘ ’

제를 전제로 교수와 학생이 기업과 동일한 주체가 

되어 수익창출의 자산화를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설

계하였다.

Figure 4. Creativity freedom task Virtuous circle System Design

-Researchers writing

Figure 5. Creativity freedom task, Data collection and Goals Reports

-Researchers writing

둘째 참여협조를 얻게 된 기업의 중재로 기관 중  , (

소기업유통센터 에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로 신청하여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점업체로 선정된다면 연계된 

쇼핑몰의 입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 

입점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창의 자유 

과제를 발굴하였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통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과제명은 자출족을 위한 비즈. ‘

니스 바이크 룩 제안 이다’ .

셋째 선정된 과제의 타당성을 위해 고객의 니즈   ,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와 같이 관련 분야Figure 5.

의 리서치를 통해 최종목표를 확정하고 확정보고서

를 작성토록 하였다.

넷째 과제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기업에서 운영하  , 

는 팀 빌딩을 도입하여 주차별 회의록을 작성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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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해 , 

역할분담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과 같이 브랜드스토리 브랜드명  , Figure 6. , 

을 정하고 컨셉 컬러 도식화 작업지시서(CityOwl) , , , , 

패턴제작 가봉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후 디자인 , 

및 패턴제작의 수정사항을 점검하였다 메인 원단으. 

로 차례에 걸쳐 시제품 수정을 실시한 후 결과물을 2

최종 완성하고 제품의 원가계산 및 판매가격을 확정

하였다 로고를 디자인하여 라벨과 작업을 수행. TAG

하였다.

여섯째 결과물의 입점판매를 위해서는 창업연계  , 

형태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학생들. 

의 경우 건강보험 문제 및 소득세 신고 등의 부담으

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여 본 연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실행하였다 비용지원기관에 신청하여 사업. 

계획서 및 시제품 발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독창. 

성과 참신성을 인정받아 쇼핑몰 입점업체로 선정되

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Figure 6. Brand story, Concept, color, Complete the process of product, Label & TAG 

-Researchers writing

 Dongdaemun Doota Mall neighbor                     Tax invoice

Figure 7. Creating Achievements applying design Virtuous cycle system of Creativity freedom task 

-Researchers writing

한편 평가의 경우 입점업체로 선정된 성과 자체  , 

로도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으나 학생들의 개별 학

습 성취도 또한 평가의 대상이다 캡스톤디자인의 . 

교육적 운영목적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문제해결

능력 공동협력능력 문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전, , 

달능력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이기 ,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진 시제품 학. (25%), 

습 성취도 팀의 기여도 출석률 을 (25%), (25%), (25%)

기준으로 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곱째 결과물의 자산화 방식은 기관으로부터 디  , 

자이너코드와 상품 카테고리 코드를 부여받고 코드 

뒤에 자체 고유상품코드를 학습자네임으로 정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 같이 상호를 TAG Figure 7.

정하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12 12 1 2013 2 29

쇼핑몰에 입점하여 기관심사에 합격한 제품 점 행12 (

거 개 의 위탁판매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점이 1 ) . 9

판매되어 의 세금계산서와 같이 판매수익Figure 7.

을 창출하여 자산화를 완성하였다.



차유미 김인경· /패션 캡스톤디자인의 선순환 시스템 운영모델 설계 연구

175

여덟째 창출된 자산을 학습자에게 세금을 제외한   , 

순익 환류 시켜 선순환 시스템을 완성하였다100% . 

수행마무리로 학습 성찰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실무능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 자유 과제 선순환 시스템은 기업의 행정적   

서비스와 마케팅 조언을 얻었으나 대부분은 학생과 

교수가 중심이 되어 창업연계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팀 몰입 형 

실습을 유도하는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연계형태는 자산화 실패에 대. 

한 우려로 교수의 개입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학습자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산업체 연계 과제    2) 

년의 창의 자유 과제와는 달리 년에는   2012 2013

산업체 연계 과제로 하는 선순환 시스템 운영모델을 

과 같이Figure 8.  설계하였다 산업체 연계 과제이므. 

로 앞선 창의 자유과제와 달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에 있어 와는 달리 산Figure 4.

업체의 개입을 매우 폭넓게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체 연계 과제의 선순환 설계시스템을   ,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대상 욕구조사를 실시하

여 기업실무에서 학습하고 싶은 부분을 조사할 필요

성이 있었다 산업체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과제를. 

Figure 8. Industry association task Virtuous circle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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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조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욕구조. 

사는 본 전공 개설학년인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3

개강 전에 온라인설문을 진행하였다 년 월. 2013 8 19

일부터 일까지 실시된 간략 설문은 명중 명23 46 38

이 응답하여 의 응답률을 보였다 패션 캡스71.73% . 

톤디자인의 산업체 연계 실무과정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과정을 질의한 결과 브랜드 전체 진행과정

디자인 기획 영업(40.7%), (21.4%), MD(11.2%), 

홍보마케팅 패턴MD(8.8%), (6.7%), VMD(4.5%),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4.4%), (2.3%) . 

과는 패션의 각 직무별로 이미 전공교과가 개설되어

있어 각 교과목별 심화학습을 배우고 있으므로 목표

가 뚜렷한 학생들은 선택 직무학습에 집중하기를 희

망하지만 진학과 취업 등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패션실무의 전반적인 기업프로세스를 

체험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자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학생. 

들에게 자연스레 선택교과가 홍보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 이는 동기부여로 연결되어 프로그램 진행과

정에서 매우 열정적 수행을 보이기도 하였다. 

둘째 창의 자유 과제의 경우 과제해결을 목적으  , 

로 팀 빌딩을 번째 단계에서 시행하였으나 산업체 4

연계 과제의 경우 산업체 수요조사를 학습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팀 조직을 우선적으로 설계하였

다 또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팀 구성원이 친해질 . 

수 있도록 의사소통 미션 장점 발견 서로 칭찬하기( , )

을 부여하였다 팀 별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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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출하고 실장으로 명명하였으며 팀 구성원들끼

리 역할분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하고 분

장을 실시하였다. 

셋째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기를 학습토록 하였  , 

다 캡스톤디자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목적 및 수행방법을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 

이 기업에 방문하기 전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예

상 답안과 질문을 정리한 후 인터뷰 계획을 수립하

였다.

넷째 창의 자유과제는 교수가 방문 인터뷰를 통  , 

해 교과 운영 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였으나 산업체 연계 과제

는 학습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 인터뷰를 통해 교과 

운영 후 사후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산. 

업체 제시 과제 브랜드 컨셉과 판매 장소에 적합한 (

아이템 디자인 를 확인하였다) . 

다섯째 산업체 연계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뷰를   , 

바탕으로 한 과제 기술서를 작성하고 상품 기획을 

토론하도록 지도하였다.

여섯째 와 같이 팀 별로 제품 디자인 및   , Figure 9.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업에서 피드백 차 (1

수행 평가 할 수 있었다) .

일곱째 가봉을 진행하고 수정사항을 구체화 한   , 

후 차 가봉을 실시하였다2 .

  여덟째 시제품을 완성하고 기업의 피드백을 통해 , 

와 같이 가격 결정을 피드백 받았고 실무자Figure 9.

의 도움으로 디스플레이 기획 및 진행을 실시하였다.

  아홉째 판매장을 작성하고 기업의 판매 연결을, 

Figure 9. Production process, Pricing & Displa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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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서울 명동소재의 롯데백화점 지하 놀이터에서 Y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에 걸쳐 2013 11 29 12 1 3

결과물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젊. 

은 층 고객유치를 위한 기업과의 토론과정에서 본 

연구와 연계된 기업의 제안으로 팝업스토어 형태로 

장소를 무상 대여하는 행사기획을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전 기획미팅을 통해 백화점 수수료를 절감

하고 카드수수료만 판매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열째 판매된 아이템을 정리하고 판매된 이유를   , 

자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 성취도를 

스스로 점검케 하였다 총 개의 의류아이템 중 수. 94

익이 창출된 개의 의류아이템 디자인은 기업에 제65

공하였으며 악세사리 손가방 머플러 머리띠 등 는 ( , , )

제외하였다 창의 자유 과제는 창업연계형태로 운영. 

하였으나 산업체 연계 과제는 판매성과를 확인한 기

술이전형태로 운영된 차별성을 가진다.  

열한째 기업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판매수익금을   , 

학생들에게 환류하도록 하여 설계된 선순환 100%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열두째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습 성과 및 성찰  , 

을 통해 학습 성취도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연계를 통해 백화점 판매를 경험  

하고 자산을 창출한 성과는 우수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학습자에게 환류 한 시스템은 실. 

험 실습비 지원이 없는 환경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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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연계 과제 선순환 시스템은 기업의 인적자  

원 무상지원과 교과운영의 전반적인 개입을 유도해

야 성과창출이 순조롭다 따라서 운영 전에 시스템. 

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사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0. Creating Achievements applying design Virtuous cycle system of Industry associ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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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e the results apply to each type of task

Separator Creativity freedom task Industry association task

Industry demand survey
Professor progress

(before start dates) 

Student progress

(After the start dates)

Student Needs survey Not execution
Professor progress

(Project coordination)

Team building After excavation projects before excavation projects

Capitalization type Founded linked Type Technology Transfer Type

Industry cooperation degree Weak strong

Source: Researchers writing

유형별 비교 및 최종 운영모델 제시  3. 

설계한 선순환 시스템 적용결과 과제유형별 차별  

성을 파악하고자 과 같이 비교 정리하였다Tabl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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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지 유형의 설계에서 아쉬운 점은 최종적  2

으로 학습자 자기 성찰로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였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목적은 학생 스. 

스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실무 스킬

을 정리하고 공동 협업을 통해 학습한 조직화능력, 

시간 관리능력 공감능력 문제해결능력과 보고서 , , 

작성 및 발표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등을 팀 별로 토

론을 통해 성찰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준

비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

그러나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던 점  

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 

의 욕구조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학습 성취도를 

비교하고 만족도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 수요조사는 개강 전 교수가 방문 인  

터뷰를 실시하는 것뿐 만아니라 산업체 연계 과제 

유형과 같이 개강이후 학생 또한 방문 인터뷰를 실

Figure 11. The final proposed opera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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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이 산업체의 적극적 코디네이션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다 따라서 팀 빌딩의 도입 시기는 학생. 

들이 산업체 인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도입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 설계를 적용한 결과를 바  

탕으로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장점과 공통

점을 정리하여 과 같은 최종 운영모델을 Figure 11.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모델은 창출된 자산을 학. 

생에게 환류하고 학생을 통해 창출된 제품디자인을 , 

판매성과 확인 후 기업에 환류하고 교수는 학생과 , 

기업 모두에게 피드백을 받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수행모델을 재정립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참여 학생들의 학습 및 결과 성찰보고서를   , 

살펴보면 자유 과제를 스스로 도출하는 방식이 가장 

어렵고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라 하였다 반면 산업. , 

체 연계과제는 산업체가 직접 요구한 과제로 명료하

였고 실무자의 인터뷰 및 멘토링을 받아 과제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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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과제 유형별로 . 

학습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문제 중심학습 사례 중심학습 등의 후속 연구, 

가 지속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결론. Ⅴ

캡스톤디자인은   취업 후 재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

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산학협력이 매우 절실한 교과이다. 

또한 팀 빌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문, , 

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전달능력 설계 능력 강화, 

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로 

공학 분야에 비해 패션분야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운영 사례연구가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 자유 과제 유형의 선순  

환 시스템을 설계하여 년 한 학기동안 캡스톤2012

디자인 교과에 적용하였고 년에는 전년도의 시, 2013

스템을 보완하면서 차별성을 갖는 산업체 연계 과제 

유형의 선순환 시스템을 설계하여 한 학기동안 적용

하였다 년간 차례에 걸친 선순환 시스템 적용 결. 2 2

과는 자산화 유형이 창업연계형태와 기술이전형태로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었다.

창업연계형태는 학생중심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산  

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참여도가 미약하게 개입되었고 

기술이전형태는 결과적으로 산업체의 전반적인 개입

이 이루어졌다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산업체 연계 과제 및 기술이전으로 기

업에도 환류 되는 시스템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창출된 자산을 학생에게 환류하고 학생을   , 

통해 창출된 제품디자인을 기업에 환류하고 교수는 ,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피드백을 받아 개선사항을 도

출하고 수행모델을 재정립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운영모델을 과 같이 최종 제시하였다Figure 11. . 

이와 같은 운영모델은 학생과 산업체 그리고 교수 

모두에게 성취감과 높은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캡스톤디자인 운영절차와   

같이 교재개발을 사전실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환경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환경에서 포상을 

기대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창출된 자산이 환류 되. 

는 선순환 시스템은 실험 실습비 지원이 없는 연구 ·

환경에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과제 유형별로 학습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한 산학협

력 캡스톤디자인의 운영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Eun, K., Lee, W., Kyung, B., Ryu, S., & Lee, D., 

(2012). Case Study on Design Approach 

Education for Creativity Based Gam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7), p. 230.

Han, Y. (2014). Development of the Senior 

Women’s Wear Using the Capstone Design 

Model - Focus on Women’s Wear Brands in 

Pyounghwa Mark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2(3), 64-71.

Im, D., (2006). Capstone Design schools of 

foreign universities.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55(9), 58-61.

Jang, N. (2015). Fashion design in higher 

education using industry-university capstone 

design - Focused on Sustainable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1), 1-14.

Lee, T., Jun, Y., Lee, D., & Chang, B., (2009). 

Present Situation and Student Satisfaction of 

Engineering Capstone Design Course in 

Engineering Colleges of Korea,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2(2), 

36-50.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20 2

180

Lee, M. (2014). A Case Study on Video 

Contents Production at Institute of Technology 

: Focusing on a Capstone Design,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10(3), 92-108.

Lee, K., & Ha, K. (2015). The study of the way 

on the job training for training knit designer - 

Focused on the Capstone Design Sub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3(3), 38-45. 

Shin, C., & Kweon, O. (2013). A Case Study: 

Application of Capstone Design to Design 

Education Program - Focused on Interaction 

Design Subject. Journal of Digital Design, 

14(1), 33-42.

Yoon, M., (2012). Capstion Design Applications 

and Performance in the Field of Desig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2), 111-118.

Ryu, Y. (2008). Development of a Capstone 

Design Teaching Activity Support Model to 

Improve the Quality of Engineering Design 

Curriculu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Kim, D. (2013, march 11). Saebaram of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Center”. Moneytoday. Retrieved 

fro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

  031116315427407&type=1

Oh, Y. (2012, September 4). Herald Design 

Forum 2012. Korea University Business Design 

Education Contribution 42.65 points Change …

from education. The Herald Business.  

Retrieved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

  w.php?ud=20120904000285&md=201209070037

  41_BL

Received (February 29, 2016)

Revised (April 11, 2016; April 22, 2016)

Accepted (April 22,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