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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창조혁신형 미래 디자인 인력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인력의 역량변화에 대응하는 창조혁신형 디자인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사례연구를 통해 디자인 인력 정책의 변화, 
산・학・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산학프로젝트 사례분
석을 통하여, 이 과정에 실제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개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인산업에 필요한 창조혁신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관련 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디자인, 창조혁신형, 인력양성, 교육모델, 산학프로젝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ostering creative and innovative future design 
personnel required by companies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Changes in design manpower 
policy and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cases are examined through policy case studies. 
Through analysis of industry-academia project cases, we discovered that a new educational model is 
needed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developing products that can be commercializ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related to program development to foster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required in the desig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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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경쟁 심화로 양적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 해 있다.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와 기술평준화에 따른 제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등이 중요시 되면서 기업과 제품의 가
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디자인이 부각 되고 있다. 디
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 산업은 이론보다는 창의
성과 현장의 경험과 실용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디자인 
교육 참여자의 현장 업무수행 능력 확보가 요구 되는 분
야이다. 현재와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
는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 리더십과 같
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디자인 인재를 요구 하고 있다[1]. 
창의성이란 사람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유
용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말한다[2].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산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창의적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진흥 기관에서는 이론과 스타일링 중
심의 현재의 대학교육 시스템과는 차별화되고, 실질적으
로 디자인을 이해하면서, 디자인산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의력 및 감성의 향상을 위한 실무 전문 인력의 
양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디자인 고급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창조혁신형 인
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창
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의 정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적인 문제해결과 신기술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실무 능력을 겸한 디자인과 공학
의 융합인력’을 말 말한다[3]. 세계경제포럼(WEF)은 ‘미
래고용보고서’에서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하여 제시하며, 현재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교육 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창
의성 및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함양
하기 위한 융 복합적인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4].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디자인기업, 지역권 우수 중소기업 간
의 제조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디자인 대학에서 대부분 운영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산학협력프로그램은 21세기 산업의 핵심인 컨텐츠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융합적 디자인 가치를 창

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양성에 미비한 점이 많
다[9]. 디자인 진흥기관에서는 참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 하도록 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매칭 
하여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등의 지역전략 산업과 지
식 기반의 서비스 사업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여기에 종합적인 디자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자
인 관련 전공 인력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 디자인 분야 취업 선호도에 있어서 두드러진 서울 
·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역의 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가 요
구된다.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디자인 인력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 교과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했던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 의 비학위형인 코
리아디자인멥버십(KDM)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디자인 인력양성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교과 사례연구를 통해 산학프로젝트사례와 해외취업 우
수사례 및 프로그램의 기타성과를 살펴보고 창조혁신형 
디자인 인력 양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 결론에서 연구발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산학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산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
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
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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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
술이전과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다(제2조 5항)[5]. 
이처럼 산학협력은 본질적으로 ①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의 산업 발전에 따르는 인력양성, ②새로운 지식・기술 
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③산업체 등으로
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을 포괄 하는 것이다[5]. 그리
고 산학협력은 “하나 이상의 민간기업과 하나 이상의 대
학이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기술
과 지식을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것”(Coursey & 
Bozeman ,1989) 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신 산학협력은 
기존의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기업과 이를 둘러싼 협력적 주체별 네트워크형으로의 변
환을 의미하기도 한다(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04)[6]. 결과적으로 산학협
력이란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산업체와 연구소 및 대학
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방법의 산학협력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다[7]. 산학협력의 유형
은 주체간의 목적과 관계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는데, 먼
저 정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혁신주체간의 협력관계에 
따라서 기업주도형, 대학주도형,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으로 나눌 수있다[6]. 국내는 대학주도형 및 정부 주도형
의 형태로 산학협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Fig. 1은 산학협력 추진체계이다.

Fig. 1.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motion 
System

 

산학협력 추진체계에서는 산・학・연의 연구 주체 간 
협동연계에 따라 산학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산학협력 활동 중에서 국내외 컨소시엄 기반의 수요에 
기반한 산학프로젝트 교과는 실무중심형 교육, 전문디자
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리아디자인 멤버십
(KDM)의 산학프로젝트는 글로벌기업과 국내 대·중·소기
업 들이 다수 참여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 산업계 
니즈를 교육과정 전반에 필수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
여 인력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및 디자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포함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디자인 인재를 발굴
하여 육성하고, 미래에 글로벌 및 창조혁신형 스타디자이
너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기반 산
학협력 프로젝트에서 글로벌기업 및 국내 대기업 참여형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2는 대기업, 디자인기업, 지역권 우수 중소기업 
간 산학프로젝트 추진 프로세스이다.

Fig. 2. Industry-academia project promotion process

산학 프로젝트 추진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착수-실무자
간 협업 및 멘토링-프로젝트 결과물 발표-우수결과물 양
산 및 전시-디자인 로열티 제공(참여 학생) 및 취업연계
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2.2 디자인 인력양성 정책
국내 디자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디자이너의 

영역은 폭넓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디자인 환경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견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과 
지식 기반을 갖춘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8]. 그리고 디자인 인력 양성에 있어 창의인재 육성은 대
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융합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지식정보들을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해 낼 수 있는 역
량을 가진 인재양성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9]. 즉,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융합형 디자인 인력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것이다[9]. 지금까지의 국가 인력양성 정책은 세계 2위의

디자인 전공자 졸업 수 등 양적성장을 가져왔으나, 시
대의 디자인 패러다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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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하지 못하여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11]. 또
한 과다한 전공자 양성에 비해 대학이 스타일링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져 있어, 다양한 역량을 기대하
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기
업에서의 수요대응 또한 미비한 현실이다[10]. 인력양성
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다음을 내다보고 미래에 필요한 디자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11].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인력 공
급과 함께 미래 우리나라 디자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
표급 디자이너 양성이 필요하고, ‘창조혁신형 디자인 고
급인력’이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부
각되고 있는 것이다. 

Fig. 3의 시대에 흐름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유형이 변화하였다.

Fig. 3. Talent typ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인재유형이란 각 기업이 확보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
인 인재의 모습 뿐 만이 아니라 현사회가 추구하는 인재
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디자인 진흥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다[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년 역사의 국내산업 디자인 진흥 단계를 통해 국가
중심의 다양한 진흥정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자인 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최
대수준의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면서도 세계적 디자
이너의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이 불충분한 실정이다[12]. 

현재까지의 디자인 인력양성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공
개되어도 정책내용의 중복이 발생하고 막대한 규모의 사
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창의성을 갖춘 스타 디자이너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 디자인 진
흥 정책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디자인을 통한 정부
의 계획된 기준을 바탕으로 수행 되는 일련의 프로젝트
와 사업을 ‘디자인 지원사업’ 이라 할 수 있다[13]. 현재
는 단순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
인을 문제 해결 개념으로 인식하고, 디자인개발을 위한 
리서치, 기획, 마케팅, 홍보 부분에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13]. 디자인 관련 정부 조직을 살펴보면, 
한국의 디자인 진흥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
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문
화체육관광부>, 의 총 6개부서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는 <산업혁신 성장실>의 하위부서로 <엔지니어링 디자
인과>가 있으며, 외청으로 <특허청>, <중소기업청>, 그리
고 산하 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
터>가 있다[11]. 국가가 주도하여 디자인 진흥정책을 펼
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이나 인접의 일본 사례
를 들 수 있다[11].

한국의 디자인 정책은, 국가주도 디자인 진흥정책을 
최초로 펼쳐서 전 세계 국가주도 디자인 정책의 역할모
델이 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주로 참조 하고 있으며, 
동일 아시아권으로 서구의 디자인을 받아들여서 산업화
의 토대로 삼기위해 국가주도 디자인 진흥 정책을 펼친 
일본을 참고로 하는 경우도 많다[11].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과 동남아시아와 중국
에서도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정책지원을 강
화하여 디자인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끌
어 나가고 있다[14].

Table 1 에서는 국내 디자인 인력양성의 사례 비교를 
통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division
Graduate School of 
Design Convergence 
(Creative Innovation)

creative base 
leading university

Convergence 
Design College 
Promotion Project

support 
goal

design-engineering 
convergence type 
manpower 
upbringing

Strengthening 
Career Capacity of 
'Students' and 
Resolving Miss 
Matches of 'Human 
Resources'

Design Specialist 
Training System

curri
culum

design-engineering 
conve rgence educat 
ion

university system 
reform

Interdiscipli
nary Convergence 
Design Course

faculty faculty and industry 
officials

existing faculty 
members of 
selected and 
supported 
universities

existing faculty 
members of 
selected and 
supported 
universities

Differe
ntiation

Training of Design 
Engineering 
Convergence 
Experts for Industry

University to 
cultivate manpower 
centered on 
specific fields
system reform

Design-Based 
Multidisciplinary 
Education

Table 1. Comparison of design manpower training cases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인력양
성 학위형)에서는 디자인-공학 융합형 인력 육성을 목표
로 하고 있고, ‘창조기반선도 대학’ 에서는 대학 체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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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하여 학생 진로 역량강화 및 인력미스매치 해소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융합형 디자인 대학 육성사업에서
는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디자인 전문 인재 양성이 목표이다. 차이
점은 디자인 융합전문대학원에서는 실제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공학 융합형 고급·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였고, 창조기반 선도 대학은 창조경제, 미래유망 
사업 등 특정분야 중심 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 제
도 개편을 하는 것이다. 융합형 디자인대학육성사업은 디
자인 중심의 다학제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교 대상 정부 
지원 사업이다.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 사업의 
비학위형인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인력공급과 미래 우리나라 디자인계를 선
도할 수 있는 대표급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인재교육에 있어서 현장중심의 실전교육이 병행 
되어야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교육뿐 아니라, 산학협력과 
연계된 실제 프로젝트 기반의 융합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있다[9]. 참고로 미국 씬시네티 대학교의 산
업디자인학과 교과과정에서 기업 현장에서의 산학과정을 
졸업전에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16]. 디자인 융합
교육프로그램은 실무와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산학연계
프로젝트는 졸업 후 실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15]. 본 연
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코리아디자인멤
버십(KDM)프로그램 중에서 상당수의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여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
램 중 하나인 산학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고, 성과를 통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미래 디자인 인력양
성의 방향에 관하여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3. 창조혁신형 인재양성 교과 사례연구
연구의 대상인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은 지역 우

수 디자인인재를 발굴ㆍ선발하여 창의적 실무 디자인교
육 프로그램을 4개권역(광주, 대구경북, 부산, 대전)에서 
운영 하였으며, 지역별 우수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센터별 연간 약 20명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24
시간 개방형 창작 공간 및 장비 제공, 상품화 전주기 프
로세스 교육, 기업 연계 실무 디자인 프로젝트, 인턴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산
학 프로젝트 교과 운영사례를 통해 지역의 창조 혁신형 

디자인인력양성의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산학프로젝
트 교과는 참여 학생들에게 디자인 개발 역량 및 현장 실
무에 대 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프로
그램이다. 프로젝트별 현장 전문가 및 담당 멘토를 매칭 
하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등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습득 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기업과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로젝트 교과의 우
수 결과물들은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 해 상용화 되었
다. 또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여 라이센
스 계약을 거친 후 제품으로 출시하기도 하였다.

산학프로젝트에 적용된 산학프로그램 교과의 분야는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Industry-Academic Program Field

산학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분야는 제품/브랜드/서비
스/UX․UI 등 기업군을 다양화하여 시도하였다. 특히 서
비스 디자인은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나 
공공영역 이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재창출 하는 
디자인 분야이다.[17]

참여기업과의 산학 프로젝트 교과 설계 및계약 체결 
시 인턴연계, 장학금 수여, 기업 현장 방문 및 워크숍 등 
산학프로젝트 결과를 포함하여 우수성과 방향성 및 효과
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였다.

3.1 패키지디자인 개발 산학 교과사례
국내 대표 코스매틱 기업인 I사와의 산학 프로젝트 교

과를 통해 디자인, CMF개발 및 적용을 통한 에코소재 기
반의 디자인 용기개발 프로세스와 디자인 실무경험을 제
공 하고자 하였다. 산학프로젝트 교과의 주요 성과는 I사 
‘남성 포레스트 패키지 디자인’을 주제로 CMF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에코 소재기반의 디자인용기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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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아름다움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섬을 모티브로 하여, 에코소재가 결합
된 차별화된 CMF를 개발하고 적용된 디자인을 제안하여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I사와의 산학프로젝트 교과의 개요는 아래 Table 2와 
같다.

year 2018s
Project name I company man forest foreman line AD

Contents
Strengthening desig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CMF 
combined with eco-materials by conducting industry- 
academic projects with domestic I companies

attendee 1 designer from company I, 
9 members of KDM

Table 2. Industry-Academic Project Overview

 
에코소재 기반의  CMF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국 내 산

학프로젝트 교과 프로그램이다. 
산학 프로젝트 교과 진행절차는 아래 Table 3과 같다.

progress procedure main content

step1 KICK OFF
 -Industry-Academic Project Theme and 

Direction Settings
 -Detailed schedule adjustment and 

industry-academia program Project 
related queries

step2 Project progress by 
team

 -Brand analysis and market research of 
other companies and their own 
companies

 -Team idea proposal and brainstorming
step3 1st mid-term 

inspection
 -Review project concepts by team Design 

direction and process guidance

step4 Domestic workshop
 -Conducted domestic work shopinviting 

Material Connexion Bangkok  
 -Proposal of new CMF through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eco-friendly 
material trends 

step5 2nd mid-term 
inspection

 -Review of ideas and directions by team
 -Design development according to team 

selection motive
step6 Final presentation  -Final presentation (selected as an 

excellent team)
step7 final result  -Excellent design and CMF mockup

Table 3. Industry-Academic Project Curriculum Procedure

7단계를 통하여 산학프로젝트 교과프로그램을 진행하
였고, 디자인 컨셉 및 소재연구를 위 하여 글로벌 소재 
컨설팅 기업인 Material Con nexion Bangkok 초청 
국내워크숍을 진행하였다.  3종류의 최종 결과물이 나왔
고 디자인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산학프로젝트 교과를 통
해 참여한 학생들의 현장감각과 실무 경험을 높이고 제

품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
이 되었던 산학 프로그램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책임멘토 제도를 도 입하여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국내디자인, 소재 분야 등 현업에 
종사하는 우 수 멘토진과의 연계를 통해 소재 트렌드 및 
디 자인 적용 교육을 하였고, 유의미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Fig. 5의 방콕 MC 국내 초빙 워크숍을 통해 에코 소
재 트렌드 파악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CMF를 제안하였
다.

Fig. 5. Domestic workshop

3.2 서비스 디자인 개발 산학 교과사례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L국 P사와의 산학프로젝트 교과 진행을 통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프로젝트 
교과의 주요 성과는 글로벌 기업인 L국 P사 와의 산학프
로젝트 교과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디자인 상품개발 
프로세스를 체험하게 하고, 디자인 주도의 문제해결능력
을 향상 시켰다. 특히 L국 P사에서 진행된 글로벌 워크숍 
참가를 통해 수준 높은 산학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
다. L국 P사만의 비전케어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을 컨셉
으로 한 미세먼지, 워라벨, 웨어러블 케어기기 등, 다양한 
이슈로 팀별 과제를 진행하였고, Happy Nursse라는 미
세먼지, 아토피 케어기기가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해외 인
턴십으로 연계되었다. 국내 UX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등 현업에 종사하는 우수 멘토진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
젝트를 진행하였고, UX디자인 트렌드 및 디자인 적용을 
체험하였다.

L국 P사와의 산학프로젝트 교과 개요는 아래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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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18s
Project name PERSONAL CARE 2025

Contents

Experience the design product development 
process by conducting an industry-academic 
project with P company in L country, and improve 
design-led problem solving ability
After conducting a task for each team on various 
issues, it is linked to an overseas internship

attendee 8 designers from L country P company, 12 KDM 
members,

Table 4. Industry-Academic Project Overview

대학교육과 차별화된 융합형 실무교육프로그램을 설
계하였다. 참여기업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의 참여로 실전
적 디자인 실무경험 제공과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었던 
글로벌 산학프로젝트 교과 프로그램이다.

Fig. 6의 Kick off meeting을 통하여 산학 프로젝 트 
주제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

Fig. 6. Kick off meeting

L국 P사의 디자이너가 참석한 Kick off meeting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젝트 컨셉 전달이 
될 수 있었고, L국 P사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미리 파
악할 수 있었다.

산학 프로젝트 교과 진행절차는 아래 Table 5와 같
다.

 
8단계를 통하여 산학프로젝트 교과프로그램 을 진행

하였고, 최종결과물 도출을 위한 국내 워크숍을 진행하였
으며, 우수작품 양산 및 인턴십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해외 기업 산학프로젝트 교과를 통해 해외 인턴십 
기회마련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

3.3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산학프로젝트 수행과정 
    우수성과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다음과 같이 해외 취업 우수사
례 및 산학프로젝트 교과 수행과정 우수성과를 나타내었
다. 첫째, KDM 10기 김OO(일본 J사, 20년 04월 입사)
회원 등 2명이 산학프로젝트 교과 우수학생에 선발 및 
해외인턴십 참가 후, 신입직원 인터뷰 기회를 얻어 최종 
해외취업의 꿈을 이루었다. ‘취업 매칭데이’ 및 포트폴리
오 멘토링, 모의면접 멘토링 등 KDM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 실무자 및 KDM 선배 디자이너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해외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피드백, 
모의면접 연습을 꾸준히 준비하였다. 

둘째, 산학프로젝트 교과의 수행과정 우수성과는 5년
간 참여기업에서 KDM 회원 8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
였고, 해외인턴 6명, 해외취업 2명을 완료하였다. 셋째, 
창조혁신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5년간 84명의 지역 
디자인 우수 인력을 양성하였고, 산학협력 23건, 시제품 
개발 57건, 특허 및 디자인권 등록 27건, 국제어워드 디
자인 수상 50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연도별 산학프로젝트 교과의 추진실적 및 대표 성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progress procedure main content

step1 KICK OFF
 -Industry-Academic Project Theme and 

Direction Settings 
 -Detailed schedule adjustment and 

industry-academia program Project 
related queries

step2 Domestic 
WorkshopⅠ

 -Pre-experience of Design Process of 
Participating Companies

 -Mini workshop on the subject of the 
project

step3 Project progress by  -Brand analysis and market research of 

Table 5. Industry-Academic Project Curriculum Procedure

team other companies
 -Team idea proposal and brainstorming

step4 1st mid-term 
inspection

 - Review of research materials by team 
Design direction and process 
guidance

step5
Overseas workshop 

(2nd mid-term 
inspection)

 -Review of ideas and directions by 
team

 -Design development according to 
team selection motive

step6 3rd mid-term 
inspection

 -Checking the progress of each team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idea 
development

step7 Domestic 
WorkshopⅡ  -Workshop for the final result

step8 final result  -Excellent design mockup progress

division 2015  2016 2017 2018 2019
project

(Number 
Four cases 
(48 people)

Three cases 
(44 people)

Four cases 
(35 people)

Six cases (48 
people)

Six cases (44 
people)

Table 6. Yearly Performance and Representa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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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산학프로젝트 참여 수요조사 후, 기업담당자
가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우수한 결과물
은 제품의 상용화 및 양산 등의 성과를 나타내어 유의미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코리아디자인멤버십 
(KDM)은 소수 정예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의 디
자인 인재를 선발해 육성하는 인원이 매년 평균 16명 정
도이고, 학업을 병행 하며,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
량적인 성과가 낮다는 부분은 한계점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7에서 산학프로젝트 과정에 실제 기업이 참 여하
여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개발 과정을 경험 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7. New educational model

창조혁신형 디자인 인력양성 산학프로젝트 교육 모델
을 통하여 산업계 전문가 운영 책임 멘토제 도입과 기업
의 실무책임자 멘토 구성으로 선진디자인 프로세스 전수 
및 실무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과 기업 간의 신뢰 수준이 낮
은 편이며, 디자인 혁신 수급의 불일치 및 미스매치가 크
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 근접한 대기업의 경우 역량 있

는 대학 파트너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수한 지역인재(대학생)를 발굴하고, 창의적 실무 융
합디자인 교육프로그램(산학 프로젝트)을 제공하는 대
구・경북지역의 코리 아디자인멤버십(KDM)의 산학 프
로그램은 국 내외 기업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학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 산학프로그램 교과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도 같
이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좀 더 산학 프로그램
에 집중 하지 못한 부분과 산학기업의 환류가 늦어 빠른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 결론
국내 대부분의 디자인교육은 디자인을 미술(Fine Art)

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조형 중심(Styling) 위주의 실습
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대학 중심의 디자인 교육에
서는 대학교육을 마치고도 실무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동
안 실무과정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기
초 이론 및 창의성을 토대로 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디자인 산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창조혁신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의 체계적인 추
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조혁신형 인재 양성
의 필요성과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의 대표적 사례
인 산학프로젝트 교과의 효과성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
았다. 글로벌기업 및 국내외 기업이 다수 참여한 산학 프
로젝트 교과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현장감각과 실무 
경험을 높이고, 디자인 주도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제품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창
조혁신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의 기
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리아디자인 
멤버십(KDM)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프
로젝트를 제안, 유치하여 대구·경북지역의 대학 및 대학
원생들이 경험하기 힘든 선진 기업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역량을 제고하며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산학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창
조혁신형 디자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정을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

of 
participant

s)
Participati

ng 
Companie

s

(Japan)
J Corpo 
ration

B Optical L nex One I spri H robotics

subject
head
phone 
design

Glasses & 
sunglasses 

design 
development

Development 
of 'Wareable 

Robot' 
Design

I company 
man forest 

foreman line 
AD

guide service 
robot 

package 
design

Represent
ative 

performan
ce

overseas 
intern

awarding 
scholarships 

and
 Product 

mass produc
tion

Awarding of 
scholarships 
(commerciali

zation)

Awarding 
scholarships

(Product 
launch)

Awarding 
scholarships



창조혁신형 디자인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사례 연구 -대구·경북지역의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을 67
가 있다.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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