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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gineering design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building of engineering mind in many industry companies because most 

of companies require commonly the talents for engineering design in order to have originality, reli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But, it can be thought that most of students studying engineering fields in Korea can not have their talents 
for engineering design in major fields of university sufficiently due to traditional engineering education method. In this paper, a 
case study of the teaching method for the ’esearch problem’that means capstone design in engineering education is suggested to 
improve the teaching skills for various engineering based fields. In this paper, a case study of teaching method in research 
problem for engineering design is shown in order to improve the teaching method for the design in engineering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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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국내외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

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

를 서로 공유하고 즐기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30여 년 전만 하

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전무한 실

정이었으나 국산 전전자교환기인 TDX(Time Division Exchange)

의 개발,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

계적으로 정보통신 강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배경은 그 당시 국가가 

시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발전전략 수립과 R&D사업을 잘 

수행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국가적 미션을 담당 엔지니어들이 

훌륭하게 최선을 다 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결과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한 공학분야에 있

어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참신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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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필사적인 특허침해 소송건은 이를 잘 

말해준다. 뿐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달성한 공학분야의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창의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는데 매우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1] 

-[2].

이 논문에서는 대학 공학교육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창의

성 및 전문성을 보다 더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종

합설계 과목인 전공연구를 통하여 공학설계를 어떻게 진행하였

는지에 관한 교수법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 해 보고자 한다.

II. 공학설계 교육의 문제점

공학설계의 개념은 어떤 주어진 공학주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

해 논리적으로 분석 한 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학분야에서 창의적

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교

육요소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설계를 필요로 하는 주요 전공과목과 전공

연구 과목의 수업을 진행 해 보면 이러한 교육요소에 대한 개

념이 학생들에게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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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주

입식 교육제도에 규격화되어 공부를 잘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잘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부모세대인 기성세대에서의 

교육제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즈음의 신세대의 대학생들

도 별반 다르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을 매우 많이 체감하고 있

다. 왜 이렇게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가 좋은 교

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생각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가? 과거에 비해 너무나 좋아진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왜 제시하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대부분의 현상들은 객관적으로 분석 해 볼 때 학생

들이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는 것에서 기인한다. 교재에 설명된 내용은 잘 설명하는데 해

답이 없는 어떤 주어진 공학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누고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키 

포인트로 제시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창의력이나 독창성 함양에 매우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공과대학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반 타 분야 보다 더 

큰 파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

요한 전공분야 과목이나 종합설계 교과목의 경우 ‘설계’의 개념

을 도입해서 창의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종합설

계 교과목의 경우, 팀 프로젝트 형태로 교과목이 운영되어야 하

기 때문에 팀워크 차원에서 상호간 개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체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설계 과목

인 전공연구 과목을 중심으로 ‘공학설계를 위한 전공연구 교수

법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전공연구 교과목의 특징

1. 전공연구 교과목 역사

전공연구 교과목은 1997년 동명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대학이 

설립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종합설계 교과목이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의 초기 전공연구 교과목은 각 교수당 10명 

정도의 4학년 학생들을 할당하여 1년 동안 조그만한 팀 프로젝

트를 진행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

을 배우는 정도의 미션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교과목은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었으

며, 학생들의 호응과 담당 교수의 열의가 매우 컸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이후 전공연구 교과목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나

름대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의 능력이 1년 동

안 이 과정을 통하여 개선되어 입학대비 졸업시점에서의 성취

도가 어느정도 만족 할 만큼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2. 전공연구의 강의목표 및 교과목 내용

가. 강의목표

전공연구의 강의목표는 학생들이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프로젝트 내용 검토 및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의 제시, 사용 

장비의 사용능력 제고, 그리고 수행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체계

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다. 다음은 세부적인 전공

연구 강의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수행하는 프로젝트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주어진 H/W 및 S/W 플랫폼 환경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

결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내용, 수행과정 및 결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나. 교과목 내용

이 과목에서는 전공연구(Research Problems I/II)를 수행 

할 팀들을 조직하고, 각 학생들은 팀에 배치되어 팀 프로젝트

를 수행하면서 설계 및 구현한 시스템을 연말에 졸업작품전에 

전시한다.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전공연구 교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전공연구 교과목은 전공연구 I/II 2과목으로 

구성되며, 이들 교과목은 연속적으로 1년 동안 개설된다. 

전공연구I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택하는 전공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현장감 있는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전

공분야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개인별 혹은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광범위하게 관련분야 조사를 실시하고 구축

하려는 시스템을 설계해보며 실제 시스템을 완성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작하여, 시

스템 설계를 수정 보완한다.

전공연구 II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택하는 전공에 대한 심

화과정으로 현장감 있는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전공분야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개인별 혹은 팀별로 프로젝

트를 수행한다. 또한 상세 설계를 기초로 실제 가동 시스템을 

제작하여 완성 시키며, 에러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안정화 시

킨 후, 시스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동명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201274

IV. 공학설계를 위한 전공연구 교수법

1. 전공연구 교수법을 위한 환경설정

가. 공학교육인증제 도입

동명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공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재 예비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의 최신 기술적 요구사항을 수용하

여 이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정립하고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있다. 전공연구의 교수법도 이러한 공학교육인증제의 

큰 흐름의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철저하게 성과중심으로 

결과물을 평가한다. 

나. 종합설계기반 교과목 운영

전공연구는 개인별 전공능력을 개발하여 평가하는 교과목이 

아니라 팀을 조직하여 팀 차원에서 전공역량을 훈련하고 부족

한 점을 배우고 팀원들 간 상호 조율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종

합설계 기반 교과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졸업 후에 직장

의 배치되어 즉각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어 결과를 제시 할 수 있

도록 교과목을 운영한다.

다. 전용 연구실 배치

학생들이 전공연구실에 배치되는 시점은 3학년 2학기가 종료

되는 11월 말경이다. 12월에 약간의 조율과정을 거처 다음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연구의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

인 교과목의 경우, 과목의 진행은 전적으로 강의실에서 이루어

지지만 전공연구는 강의실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용 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라. 재료비 지원

대부분의 공학 프로젝트의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각종 장치나 재료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팀당 50만원～500

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경

우에는 대내외 반드시 작품 출품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 전공연구 수업 준비

공식적인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공연구 수업을 진행하

기 위한 준비사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한다. 실제적으로 전공연구 수행은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수업준비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전공연구의 수업준비 사항을 알려준다.

1년간 전공연구 수행방향 설정

전공연구 학습방법 및 진행방법 설정

사용 기자재 점검 및 분배

프로젝트 연구내용 작성양식 배포

주간 업무보고 양식 배포

2. 전공연구 교수법

가. 프로젝트 연구테마 제안 및 RFP 작성

성공적인 전공연구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전공연구 시작

시점부터 1월말까지 한달 동안 1년간 진행 할 ‘프로젝트 주제

검토’ 내용을 각자 제안하고 발표하며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

을 평가한다. 그 다음,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연구주제를 선정

하고 이를 수행 할 학생들을 팀별로 구성한다. 2월에는 제안동

기, 연구목표, 연구범위, 연구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정도의 이

른바 ‘연구과제계획서’인 RFP를 팀별로 작성한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주제검토’ 및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

하게 하는 근본 목적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능

력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다. 

경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해 보면 학생들은 어떤 주어진 공

학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쪼개며 논리적으로 체

계화 할 것인가를 인식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의 부재의 가장 주된 원인은 중고교 시절부터 습

관처럼 가지고 있는 주입식 교육이고, 그 다음의 원인으로는 공

과대학 학생들이 공학설계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를 충분

히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주

제검토’ 및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

를 가지고 있다.[4]

나. 프로젝트 팀 구성 원칙

전공연구실에 배정된 학생들이 년초에 개인적 적성과 전공역

량을 배포한 신상명세서 양식에 기입해서 제출한다. 전공연구 

지도교수는 면밀히 신상명세서를 충분히 검토 한 후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인지한 후 팀을 구성한다. 신상명세

서에 명시된 개인 역량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가장 수행하기

에 적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팀의 구성인원은 3명을 권고하며 최대 4명 이하로 제한하는

데, 4명 이상이 되면 소그룹 팀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학생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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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대로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워크의 개념이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다. 

팀에서 팀장 선출은 가급적 팀 구성원에 일임을 하지만, 구성

원들은 물론 전공연구 지도교수와 긴밀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전공연구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

는 학생을 선출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구성된 팀에게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연구주제들 중 가장 적절한 연구주제를 부여하

고 연구과제 RFP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다. 전공연구 수업방법(교수)

1) 전공연구의 프로젝트 진도관리

프로젝트 RFP가 작성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 할 프로

젝트의 스케쥴을 작성하고 매달 및 매 분기마다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을 정의한다. 또한 각 팀별 업무보고를 매주 한 번씩 받

도록 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보고는 팀장을 맡은 학생이 이

전 주에 진행한 사항 및 추진 중 문제점을 작성한 후 발표한다.

2) 전공연구의 프로젝트 진행방법

전공연구 수업은 팀워크에 의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첫째 무엇보다도 매주 진도보고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

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회의에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전공역량의 강화를 위해 매주 한번씩 팀별 전공주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실시하고 흥미분야에 대해 서로 

토론하도록 한다. 세미나 진행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복잡한 공학분야의 지식들을 체계화 시켜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

다. 셋째, 한이음 사이트를 통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경험이 많

은 멘토를 선정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취업준비를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작성지원과 

Fig. 1 Lecture figures of Research Problems

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각종 실적을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

도록 개인 포트폴리오의 작성을 담당 전공연구 교수가 지원한

다. Fig. 1은 전공연구의 수업방법을 나타낸다.

3) 팀별 미팅 후 회식

전공연구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팀워크에 의한 팀 프로젝트 

수행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매주 프로젝트 진도보

고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제시되

기는 하지만 담당 교수와 참여학생간 또는 참여 학생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보다 더 깊게 설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보다 더 

깊게 유지하기 위하여 팀별 미팅 후 회식을 실시한다. 회식을 

통해 공식적인 프로젝트 수행 시 말하기 곤란했던 점을 학생들

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문제점을 파

악한다. 또한 이러한 회식기회를 통해서 팀에 참여하는 학생들

에게 보다 더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도 있

을 것이다.

라. 전공연구 수업방법(학생)

전공연구실 배정이 확정된 학생들은 먼저 전공연구 신상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명세서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비

롯하여 이수한 전공과목, 취득한 자격증, 영어점수, 희망 연구분

야 및 취업기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둘째, 각 학생들은 

공부 할 ‘프로젝트 주제검토’ 내용을 한달 정도 정리 후 제출해

서 담당 교수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팀이 결

정된 후에는 학생들은 한달 동안 팀별로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들은 겨울방학 동안인 1월 

～2월 사이에 진행된다. Fig. 2는 전공연구 과목에서 학생이 

Fig. 2 Student presentation in Resear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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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계획서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 프로젝트 연구내용의 문서화

1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반드시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 먼저 전공연구실에 배치되면서 작성해야하는 

‘프로젝트 주제검토’가 있고 팀이 구성된 후 팀이 작성해야 하

는 ‘연구과제계획서’ 그리고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작성해

야 하는 ‘프로젝트수행 결과보고서’가 있다.

‘프로젝트 주제검토’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종합설계를 수

행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주제 제목

제안동기

연구내용 및 범위(연구목표/연구범위/연구내용)

기대효과

희망 참여학생

‘연구과제계획서’는 1년 동안 수행해야 할 연구내용을 RFP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제목

연구기간 및 소속

팀 구성원 역할

서론(연구의 필요성, 연구목표)

관련연구

핵심 개발내용 및 시스템 구성

시스템 설계 및 구현(계획을 작성)

시스템 시험 및 분석(계획을 작성)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수행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최종 프로

젝트의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출하는 문서로, 목차는 ‘연

구과제계획서’와 동일하다. 다만, ‘프로젝트수행 결과보고서’는 

‘연구과제계획서’의 목차와 유사하나 프로젝트 수행기간동안 계

속해서 ‘연구과제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다. 특히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이나 시스

템 시험 및 분석 ‘내용은 실제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그리고 

시험을 수행하면서 작성되는 문서내용이다.

바. 전공연구 결과물의 발표

1년의 기간동안 수행한 전공연구의 결과물은 각종 국내외 학

술대회나 작품전에 응모하거나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Fig. 3 

～4는 전공연구의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Fig. 5～7은 ACEE 2011에서 학생의 구두발표, 포스터 

Fig. 3 Developed system in Research Problems(1)

Fig. 4 Developed system in Research Problems(2)

Fig. 5 Oral session presentation by student in AC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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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st session presentation by student in ACEE 2011

Fig. 7 Chairman roles of oral session by student in ACEE 
2011

발표 및 좌장 진행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11학년도의 수행하고 있는 전공연구 참여 학생들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2nd Asian Conference on Engineering Education (ACEE 

2011) 국제 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2011. 10. 7～11)-일

본 도쿠시마대학교에서 개최(2팀, 학생 5명)

한국공학교육학회 주최 부산 ․경남지회 공학교육학술대회 학

술논문발표(2011. 9. 8) - 동명대학교에서 개최(2팀, 학생 5

명)

한이음 일자리 엑스포 2011 대학작품관 작품전시(2011. 10. 

27～28) - 서울 코엑스(1팀 학생 3명)

2011 산학연협력EXPO(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 작품전시

(2011. 11. 22～24) - 서울 코엑스(1팀 3명)

캡스톤다자인 작품전시회 참가(2011. 12. 1～2) - 동명대

학교(4팀 11명)

V. 결 론

최근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사회에서 스마트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서는 특히 공학교육의 혁신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인적자원 - 특히 공과대학의 인력 -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창의력과 독창성을 심어 줄 수 

있는 공학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공학교육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창의

성 및 전문성을 보다 더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종

합설계 과목인 전공연구를 통하여 공학설계를 어떻게 진행하였

는지에 관한 교수법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리 해 보았다.

공학설계를 위한 교수법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변화함에 따라 객관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경험

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체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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