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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신기술의 이해와 복합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
성을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캡스톤디자인 등의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캡스톤디자인 모델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여 효과성

을 분석하였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캡스톤디자인 적용 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가이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apstone design program by applying a design thinking methodology to the digital 
healthcare field to cultivate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with complex and practical skills and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requir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and capstone design and proposed a capstone design model and application plan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The 
effectiveness was confirmed through expert review, and the effectiveness was analyzed by pilot application of the capstone design 
program.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as an operation guide that can be used step-by-step when applying the capstone 
design in the digital healthcar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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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는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는 교과형 캡스톤디자인 사례를 고안하고 그 실효

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란 정보통신기술(ICT)이 건강과 의료분

야에 접목이 되어 활용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상황과 맥락

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19]. 이를테면 스마트 

헬스케어[20,21]의 용어 등과 같이 쓰이기도 하고,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정의 또한 다양하다. Byoen[22]은 디지털 헬스

케어를 ‘보건의료와 정보통신/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것’으
로 정의하였고, 세계보건기구 WHO[23]는 빅데이터, 유전체

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최첨단 컴퓨팅 과학과 같은 새

로운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헬스(mHealth)를 포함한 

이헬스(eHealth)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미국 식

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디지

털 헬스를 ‘모바일 헬스(mhealth), 보건정보기술(IT), 웨어러

블 기기, 원격진료 및 원격의료 그리고 개인화 맞춤형 의료

(customized health)’으로 범위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24]. 
즉, 디지털 헬스케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ICT기술

인 IoT, AI, VR/AR, cloud computing, Bigdata 등과 헬스케어

(Health care)가 융합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디

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IoT, AI, Bigdata, AR/VR 등 기술

이 구현되는 디지털혁신 병원 구축, 대용량 및 고품질 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분석·활용으로 진단·치료의 시공간 제

약 극복을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 혁신서비스 제공, VR·AR기

반 실감 콘텐츠로 가상수술 및 맞춤 교육, AI 기술과 의료데

이터를 연계 등 다양한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헬스

케어 융합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1,2,25].

B. 디자인씽킹 방법론

디지인씽킹(Design Thinking)은 문제에 대한 공감과 팀동

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론으로[14,15-17] 통합적 사고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

기 위해 대안과 탐색을 통해 종합적이 사고를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교육 분야에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다[26]. 

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성

장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이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긴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특히 IoT (사물인터넷), AI 
(인공지능), Bigdata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3년에는 6조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며 가상치료, 
가상 수술, 원격 수술, 재활훈련, 심리 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 
정부 차원에서도 헬스케어 산업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3]. 보건복지부에

서는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에서 ICT 융합 기반의 

의료서비스 창출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서는 맞춤형 의료, 예방의학, 정밀의료 등 의료 환경 

변화를 선도할 BT-IT-NT 융합기술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였

다[3,4].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기술의 다양한 이

해와 창의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서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5] 및 

현장직무 기반의 실무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대

해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6,7].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

을 위해 대학에서는 산업체 현장 전문가, 학생 및 교수가 함

께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

록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8,9]. 캡스톤디자인

은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학생들이 자

기 주도적이고 개방된 인간으로 육성하고 교육 현장으로 구

체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8,10]. 캡스톤디자인은 

시장수요 중심의 실무형 인력 양성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활용되고 왔으며, 공학계열 뿐만 아니라 인문, 경상계열, 예
체능 분야 등 다양한 전공영역에도 적용되고 있다[7,11-13]. 
또한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연계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14-16]. 공감(Empathize) - 문제정의

(Define) - 아이디어 발상(Ideate) - 프로토타이핑(Prototype) - 

테스트(Test)의 5단계로 구성되는 디자인씽킹 방법론은 기존

의 기술중심의 혁신을 사람중심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4,15,17,18].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특히 이러한 사람 중심의 사고가 

요구되며, 현장 실무 지식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융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캡스톤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

게 이루어졌으며, 디자인씽킹과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통적인 캡스톤디자인 방법론의 수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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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건 교육에서 도입-실행-평가 단계로 산업체 요구과제 수

행서 검토하여 산업체 방문 및 면담, 팀별 산업체 요구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 수행 내용 및 매체 발표, 최종 

점검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및 경진대회 진행한 결과 수업 수행과정과 방

식의 만족도, 학습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학습

성과 만족도에 있어서 구강보건에 대한 역량이 향상에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로 나타났다[29]. Kim 등[30]는 간호연구 수

업에서 간호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팀 과

제를 배정하여 수업시간에도 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

공하고, 각 팀이 제출하고 발표한 연구주제 제안서, 중간보

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하고 최종 

산출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과제수행역

량, 리더십, 목표실행능력이 수업 후에 향상되었으며 ‘자원

관리의 어려움’, ‘효과적인 역할 분배를 위한 노력’, ‘의사소

통의 중요성을 깨달음’, ‘개인의 노력 및 역량 발휘의 필요성 

인식’, ‘임상실무에 필요한 역량 강화’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Choi 등[31]는 의료보건 계열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가이드북

에서 캡스톤디자인의 개념과 임상병리학, 재활학, 보건학 및 

공학 및 기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캡스

톤디자인의 사례로 활동보고서, 운영보고서, 논문 작성에 대

해 기술하였다. Kim 등[10]는 간호학생들에게 문제중심학습

을 적용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적용하여 팀기반 학습

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설계, 기획, 해결하

는 과정으로 팀과제를 배정하고 팀활동을 수업시간에도 제

공하고 수시로 팀활동의 진행을 점검하는 등 전과정을 지원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이나 의료보건 

쪽에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디지

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한 캡스

톤디자인 적용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캡스톤디자인 등

의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실제 관련 캡스톤디자인 

운영사례를 가지고 운영방식, 만족도 및 사전/사후 역량 평

가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

였다.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캡스톤디자인 적용 방안 

모델을 AI, IoT 등 관련 산업체 및 치의학, 간호학, 보건학, 교
육공학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알고 있는 7명의 전문가 검

토를 실시하고 수정 보완하여 교과형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캡스톤디자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자인씽킹 절차는 대표적으로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의 

5단계로 공감(Empathize) 과정에 사용자의 경험, 발견된 사

실에 대한 성찰을 통한 문제 정의(Define),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Ideate), 프로토타입 개발과 실행(Prototyping), 
그리고 테스트(Test) 과정을 통한 새로운 배움 획득의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14,15,17,18]. 첫째,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설문, 인터뷰, 관찰 등 실시

하고 사용자 페르소나(Persona), 공감지도(Empathy Map), 여
정지도(Journey Map) 등의 다양한 도구(tool)을 활용하여 진

짜 문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둘째, 문제정의 단계에서는 문

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정의문(Point of view)
을 사용자(User), 니즈(Needs), 통찰(Insight)로 간단 명료하지

만 핵심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진술한다. 셋째,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등을 통해 포스

트 잇(Post-it)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스토리보드, 아이디어 스케치 등의 

도구를 활용한다. 넷째,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최적의 아

이디어를 선정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

하거나, 디지털 목업(Digital Mockup), 역할극(Role Play)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제작

한 프로타입에 대해 발표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며 프로토

타입을 개선한다[15,18]. 

C. 캡스톤디자인

캡스톤(Capstone)이란 사전적 의미로 ‘돌기둥 혹은 담 위 

등의 건축물 정점에 놓인 장식’으로 최고의 업적이나 성취를 

말한다[27]. 캡스톤디자인을 ‘창의적 종합설계’로 실무 현장

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획,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종

합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다[5]. 학생들이 팀을 구

성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 배양

하고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과 개발과정에서의 문서화와 발

표를 통한 의사전달 능력의 향상,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9,28,29].
최근에 대학에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적용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 전문가, 학생 및 교수가 함

께 실제 현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 프로

그램 교육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8,9]. 캡스톤디자인은 

이제는 공학계열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 계

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 캡스톤디자인을 살펴보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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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를 시제품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을 반영한 작품 제작할 수 있도록 45시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2~4명으로 구성된 팀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과제를 

구현 완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팀구성은 단일 학과보

다는 다학제 융합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신

청은 모집 기간에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캡스톤디자인 과제

를 기획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신기술 교육 및 산업체 컨설팅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최

종 결과물을 만들어 시연과 발표를 실시한다.

B. 기업체 간담회 개최

3명 이상의 IoT, AI, 3D프린팅,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

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캡스톤디자인을 위한 신기술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 융합 사례, 
공감을 통한 디자인씽킹 교육, 산업체 컨설팅, 특허 교육 등

의 전체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C. 프로그램 실행

1) 오리엔테이션 및 디자인씽킹 교육

오리엔테이션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 몇 프

로그램 내용을 안내하고 팀별로 규칙을 정하여 과제에 적극

본 연구에서 디자인씽킹 기반 교과형 캡스톤디자인의 효

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였다.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팀 프로젝트 

도움 정도, 내용 만족도, 강사 만족도, 산업체 컨설팅 만족도

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 및 사후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전

문가 타당도를 통해 개발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였

다. 특히 개발된 6가지 핵심역량 중 해당하는 역량은 신기술 

전문역량(신기술 기초지식, 신기술 전문지식, 공학적 가치창

출), 문제해결역량(호기심과 몰입, 문제발견 능력, 아이디어 

발상능력, 정교화 및 실행 능력), 협력·헌신역량(협업, 정서적 

유대, 중재), 자기주도역량(열정, 도전정신, 문제지향 계획 및 

실행능력)으로 구성하여 이를 사전-사후로 분석하였다. 

IV. 비교과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사례

A. 비교과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캡스톤디자인을 적용

하기 위해서 D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개발하여 진행

한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적용하

였다. 매년 MOU 체결을 맺은 3명 이상의 산업체와의 간담

회를 통해 신기술 융합 사례 교육과 디자인씽킹 교육을 통해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Fig. 1.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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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문,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가 공감하기가 되지 않는 경

우에는 주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2) 신기술 융합 교육 

학생들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 3D프린팅 기초 및 모델링 

교육을, IoT 교육에서는 Arduino Sketch Program을 설치하

여 아두이노 센서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랙티

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씽킹 교육은 팀별 주

제에 대해 공감하기, 문제정의, 아이데이션, 프로토타이핑, 
테스트의 5단계를 통해 창의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지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 중심의 발상으로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자인씽킹 교육[15]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문제 중심의 교육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씽킹 교육에

그림 2. 오리엔테이션 및 디자인씽킹 교육

Fig. 2. Orientation and design thinking program.

그림 3. 3D프린팅 교육 및 IoT 교육

Fig. 3. 3D printing and IoT program.

그림 4. 산업체 컨설팅 및 컨설팅/활동보고서

Fig. 4. Industry consulting and consulting/activ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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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품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5) 팀별 시제품 제작 및 최종 발표 시연 

디자인씽킹 교육, 신기술 교육, 특허 교육, 산업체 컨설팅

을 통해 팀별 주제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하고 이를 최종적

으로 팀발표 및 시연을 진행하였다. 최종 발표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에서 산업체 컨설팅에 참여한 산업체가 

참여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 동안 학생들은 주제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매니저’, ‘혈압 건강 어플 만들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만들기’ 등 신기술과 융합된 디지털 헬

스케어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본 비교과 캡스톤디자인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다. 

D. 캡스톤디자인 만족도 및 역량 평가

2020년에 진행한 비교과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교육내용 만족도, 산업체 컨설팅 

만족도, 팀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정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한 결과,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브 에어 센서, 전자의수, HOVERPEN, Solar Paper, IoT 조명 

스위치 등 17가지 신기술 융합 사례를 살펴보고 기술 융합에 

대한 제품을 분석하고 팀주제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추가적인 모델링, IoT 보충 교육은 

온라인으로 제공하였다. 

3) 산업체 컨설팅 및 팀활동 

학생 팀별로 산업체 컨설팅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컨설팅 

보고서 및 팀활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산업체 컨설

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완성된 작품으로 유도할 

수 있다. 산업체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에는 컨설팅을 받을 

내용 및 기초 아이디어에서 컨설팅을 통한 아이디어 변경 및 

확장 결과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매주 팀활동 진행사항을 공

유하기 위해 팀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팀활동 카페에 게시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4) 특허교육/창업 교육 및 컨설팅 

특허 교육에서는 변리사를 통해 특허권의 중요성, 특허 요

건 및 특허 출원 방법, 발명의 발상 기업에 대한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각 팀별 주제에 관련하여 선행 자료, 선행 문헌, 선

그림 5. 특허 교육 및 특허 컨설팅 보고서

Fig. 5. Patent education and patent consulting report.

그림 6. 최종 발표 및 경진대회 

Fig. 6. Final presentation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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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평가-성과확산’으로 나누고, 총 8단계로 먼저 1) 산업체

와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계획, 2) 팀구성 및 팀주제 공감

을 위한 디자인씽킹 교육, 3) 디지털 헬스케어 이해 및 신기

술 사례 교육, 4)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산업체 컨설팅, 5) 팀
활동 및 시제품 제작 지원, 6) 최종 결과물 시연 및 발표, 7) 
설문조사 및 교과목 환류(feedback), 마지막으로 8) 특허 출

원, 외부 경진대회 출전을 통한 확산활동으로 제안하였다. 각 

8단계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체 전문

가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체와 협업하여 산업체와의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현

장 및 이슈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지속적으로 협

력적 관계를 위해서 MOU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

들이 주제에 적합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신기술 분야 

산업체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섭외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팀구성 및 창의적인 공감할 수 있는 

팀 주제를 이끌기 위해 디자인씽킹 교육을 실시한다. 팀 구

성은 서로 다른 전공, 다른 학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융합팀

으로 구성한다. 팀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을 위해

서 디자인씽킹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팀빌딩을 실시한다. 팀
빌딩에서는 팀별 소개, 팀별 역할, 규칙 등을 결정한다. 디지

털 헬스케어 주제에 대한 현장 및 사용자 관찰,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여 실제 문

제(Real problem)을 공감하고 공감지도 및 여정지도 작성 등

의 도구 작성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핵심을 찾아내는(Point 
of view) 문제정의하기,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포스트 

잇 활용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아이데이션, 아이디어를 구체

화하기 위해 스토리보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성하기,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이를 낮은 수준의 프로토타이핑(Low-
Fidelity Prototyping)까지 제작하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산업체 전문가 및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 과정

을 실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공감하기 위해 노

인/장애인/취약지역 거주자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용자 

이해 및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주제에 추가적인 신기술 교육

이 필요하다면 관련 산업체 전문가와 연계하여 관련 동영상 

교육 자료 제공 및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한다. 융합기술의 

접목을 다양한 신기술 융합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아이디

어 확장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3D프린팅, IoT, AI, 
BigData 등의 기술과 건강, 의료분야(진료, 치료, 재활) 등과 

융복합 기술이 적용·활용되는 다양한 사례 교육,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의 사례를 통한 특허 교육을 실시한다. 

4.5, 팀프로젝트 도움에 대한 만족도로 4.5, 산업체 컨설팅 만

족도는 4.7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사후를 통한 역량평가 결과에서도 평균 3.3에서 

사후 역량 전체적 평균 4.2로 상승하였으며 전문지식 역량은 

1.1, 문제해결 역량은 0.9, 협력·헌신 역량은 0.7, 자기주도 역

량은 0.8으로 전체 평균 0.9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가치창

출1이 2.8→4.1로, 전문지식이 2.7→3.9으로, 문제해결역량의 

정교화 및 실행능력이 2.9→4.3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신기술 전문역량, 문제해결 역량, 협력·헌신 역량 등

의 향상된 결과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캡스톤디자

인 교과목으로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V.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캡스톤디자인 모델 제안

기본적인 헬스케어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대두되고 있

는 AI, IoT 등 신기술 분야를 접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을 키우고, 디자인씽킹 교육을 통해 현장실무 및 창의적 인

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캡스톤디자인 모델

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용 모델과 15주차의 교과형 캡스톤

디자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캡스톤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기획-

표 1. 만족도 결과

Table 1. Satisfaction results

구분 내용만족도
팀 프로젝트

 도움 정도

산업체 컨설팅 

만족도

평균 4.5 4.5 4.7

그림 7. 역량 분석 결과 

Fig. 7. Competenc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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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아 팀활동을 통해 최종 시제품을 제작하고 발표를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경진대회로 개최한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환류

(feedback)를 위해서 만족도 및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만족

도와 역량평가 결과를 통해 현재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차

후에 이러한 부족하 부분을 개선하여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캡스톤디자인의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 작품

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외부 경진대

회를 추천하여 추가적인 시재품을 지원해 준다. 각 단계의 

교과형 캡스톤디자인의 주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교

과형 캡스톤디자인 수업모델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헬스케

어 분야의 캡스톤디자인은 헬스케어 뿐 아니라 3D프린팅, 
AI, IoT 신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능력을 키

우고 현장 실무형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교과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실행-평가-성과확

네 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산업체 컨설팅

을 실시한다. 산업체 컨설팅은 팀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주
제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리스트 검토, 프로젝트 개발 

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산

업체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보다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로 유도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팀활동 진행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

한다. 매주 팀활동 활동보고서를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주제를 실제 시제

품 제작하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이끌기 위해서 시제품 제

작비를 지원한다. 특히 디자인씽킹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학생들의 주제를 낮은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면 

이를 확장하여 3D프린팅 활용 및 시제품 제작으로 높은 수준

의 프로토타입(High-Fidelity Prototyping)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시제품 제작비는 학교에 진행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사업, 4차산업혁명 선도대학사업, 창의융합형공학인

재양성지원사업(공학혁신지원사업), SW중심대학사업 등, 디
지털혁신공유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연계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결과물 시연 및 발표를 실시한

다. 신산업관련 교육 및 산업체 컨설팅을 받고 시제품 제작 

표 2. 캡스톤디자인 단계 및 주차별 세부 내용

Table 2. Capstone design step and weekly plan

단계 주차 내용 결과물

기획 0주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산업체 인사 섭외, MOU 체결 등 진행 프로그램 계획안

실행

1주차
오리엔테이션, 팀 구성 및 팀빌딩, 

디지털 헬스케어 소외/취약 계층의 이해, 국내외 동향
팀구성 및 팀 Ground Rule 정립

2주차 주제 선정 및 공감 주제를 위한 Design Thinking 교육
공감지도, 여정지도 작성, 문제정의(POV) 작성, 

아이디어 스케치 작성, 낮은 수준의 프로토타입 제작 

3주차 요구조사를 통한 팀별 주제 발표 및 피드백 요구조사가 반영된 주제발표 PPT

4주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 융합사례 및 적용

5~6주차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팅 기초 

7~8주차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팅 모델링 교육, 

3D프린팅 온라인 보충 자료 제공
팀활동보고서

9~10주차 IoT 프로그램 실습 교육, IoT 프로그램 온라인 보충 자료 제공

11주차
중간 발표 및 피드백, 주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산업체 컨설팅, 

각 팀별 시제품 제작 안내

중간발표 PPT,
산업체 컨설팅 보고서

12주차 팀별 주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팀별 활동 팀활동보고서

13주차 완성도를 위한 산업체 컨설팅, 팀별 활동 산업체 컨설팅 보고서

14주차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온라인 특허 교육

시제품 제작 및 팀별 활동
팀활동 보고서

평가 15주차 최종 팀 발표 및 산업체 피드백

산업체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시제품(높은 수준의  

프로토타입) 제작

발표 PPT

성과확산 추가 우수 작품에 대한 특허 출원 컨설팅 및 외부 경진대회 추천 특허 출원, 외부 경진대회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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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디자인씽킹 기반 교과형 캡스톤디자인 적용 방안 탐색

2020.

[7] M. Yoon, W. Son, and H. Park, “Capstone design applica-

tions and Performance in the Field of Desig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2, pp. 111-

118, December 2012.

[8] S. Park, J. Jung, Y. Ryu, and S. Kim,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activity support model for capstone design to 

creative engineering education,” Journal of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vol. 20, no. 2, pp. 184-200, March 

2008.

[9] C. S. Shin, “A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capstone de-

sign in college of music,” Journal of Acting & Arts, vol. 

22, no. 2, pp. 243-262, May 2021.

[10] J. Kim, H. Choi, Y. Sur, and H. Sim, “Effects of capstone 

design program on creative 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4, pp. 406-415, April 

2018. 

[11] S. Kang, “A study on application of capstone design 

method to chinese translation class,” The Journal of Chi-
nese Cultural Studies, no. 43, pp. 75-100, 2018. 

[12] D. H. Kim, M. S. Kim, H. J. Moon, and D. W. Kim,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s of sports capstone 

design i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6, no. 4, pp. 235-

249, July 2017.

[13] Y. Sur and H. Si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

ysis of global capstone design program for students ma-

joring in visual design,”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17, no. 2, pp. 183-194, April 2016.

[14] S. H. Lee and, H. K. Jung, “Analysis of the effects of cap-

stone design class utilizing the design thinking technique 

of class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ech-
nologic Dentistry, vol. 42, no. 4, pp. 394-401, April 2020.

[15] J. Park, D. Song, and S. Kang, Design Thinking, YN: 

Yeungnam University Press, 2016. 

[16] J. Nam, “A case study on the creative convergence proj-

ect based on design thinking,” Th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5, pp. 

289-303, 2020.

[17] E. Chon and Y. Hwang,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extra-curricula activities utilizing 3D printing 

based on design thinking for engineering college stu-

산’로 나눠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산업체 간

담회, 주제 공감 및 실행을 위한 디자인씽킹 교육, 디지털헬

스케어와 연계할 수 있는 신기술 교육, 산업체 컨설팅, 팀활

동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최종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를 

위한 교과목 환류(feedback) 및 성과확산’의 총 8단계로 단계

별로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

어 분야의 캡스톤디자인 모델은 현장에서 운영가이드로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캡스톤디자인의 교과목 제공

을 통해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실무형 

인재로 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교과형 캡스톤디자인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추후 실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적용

하여 수업참여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양적, 질적 연

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 및 

타당화,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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