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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addresses an issue of industry-joint engineering education paradigm with the purpose of setting a new stand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by development and support of competitive curriculum for the interdisciplinary team-based product development, 
a specialized and innovative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In the department of MSDE (Mechanical and System Design Engineering), 
students are educated via three major courses for targeting engineering design, Creative Engineering Design (freshman), Design 
Process (Senior), and Creative Product Development (Junior). All these courses are based on personal tool exercises for design 
software and hardware and team-project group activities of the students with other team members. This paper will briefly discuss 
the main focuses of these courses and case studies of the teaching results targeting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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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창의적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 및 기업은 무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창의

성 있는 엔지니어의 양성은 산업계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및 성과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오

늘날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 전자제품을 비롯 자동차/조선/중

화학 플랜트의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경

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

적인 공학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번

째 교두보는 산업체와 대학의 밀접한 협력관계에 의한 혁신적 

공학교육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특히 산학 협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양질의 인력과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는 기업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이론의 적용이라는 성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

문에 기업과 학계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

분의 산학 협력모델은 일반적으로 대학원 연구 기관과 기업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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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주로 연구 프로젝터의 형

태를 띠고 있거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기업 현장 

인력 보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

하고 학생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과목 체계를 검

증하고, 신규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자 하는 시도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공학교육 혁신방안

들이 공통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분야가 바로 설계교육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캡스톤 디자인 교육체계의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Thigpen et al., 1992).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교육 현장에서는 국가발전의 주요

한 원동력 중 하나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학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

국공학인증체계(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가 마련되어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존의 연구중심의 산학협동 모델을 통

한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신기술 개발 추구의 관행에서 탈피하

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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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중심의 새로운 산학협동 공동 교과과정 모델을 대학과 기

업체가 이미 공동으로 구축한 바 있으며(이동하 외, 2004; Yi 

et al., 2004) 이밖에도 보편적인 공학설계기술을 포함하는 창

의적인 교육체계에 기초하여 학부의 모든 학년을 통틀어 이론

과 설계 실습을 일관성 있게 병행하는 공학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일반적인 공학 설계와 함께 융합전공의 설계 

교육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 제품의 생

산성을 고려한 제품개발로 연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배양

하도록 하거나(최병학 외, 2004) 공학적인 디자인프로세스의 체

험과 적용을 통하여 실무적인 설계능력 함양을 주 목적으로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및 설계교육(한병기 ․지해성, 2006), 산업체 설

계 전문가의 의견이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설계기

술역량 요소로 도출되고 이것이 다시 공학설계 교육에 적용되는 

종합설계 교과목인 창의설계 프로젝트 사례(차성운 외, 2007), 

교육과정 설계모형에 기초하여 기계공학부의 전공교육과정 중 

공학설계 교육과정의 조직요소간의 관계와 설계유형설계방식 

분석(이은화 ․배원병, 2007)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특정 부서에서 당시에 필요로 하는 핵심 기

술과 관련한 공모전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기획, 재정, 기업의 무

관심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인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한 학부 단위의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이은화 ․배원병, 2008). 이밖에도 시장경쟁력 향

상에 중요한 혁신제품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이원섭 등은 혁신제

품개발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주제, 교육방식, 그

리고 산학연계방식에 대해 7개 부문(기획, 타당성 분석, concept 

개발, 제품 설계, 제조 공정 설계, 생산, 윤리와 법)의 46개 제품

개발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제품개발 관련 과목 수강생과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수행하고, 7개 교육 부문

중 6가지(제품개발전략, 고객요구조사, 시장조사, concept 창출 

방법, 디자인 idea 생성방법, 인간공학 디자인)에 대해 학생과 

실무자가 공통적으로 선호 혹은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이원섭 외, 2008).

지금까지의 국내에서 진행되는 산학협력을 지향하며 설계교육

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교육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덧

붙여 본 논문에서는 설계교과목내에서의 팀프로젝트구성과 협

동학습에 의한 효율성을 보다 근본적인 도구론의 입장에서 재 

고찰하고자 하는 바이다. 

최근, 최근 설계교육체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학생들끼리 프

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팀원들간의 일상적인 언어를 통한 의사전

달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물리적인 설계 결과물을 

대상으로 서로 대화하고 표현하는(이하 Hands-on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협업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설계 프로젝트이다(김홍찬 외, 2007).

1949년 Duetsch이 그의 보고서에서 협동은 학생들에게 긍정

적인 독립성을, 경쟁은 부정적인 독립성을 불러일으키므로 그 

결과 대학교육에서 경쟁적인 환경보다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진 

학생들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한 이

후로(Duetsch, 1949) 기타 연구자들도 경쟁보다는 협력이라는 

환경하에서 교육의 효율성이 보다 향상된다는 연구보고를 내놓

아 Duetsch의 이론을 뒷받침하였으며(Parrenas et al., 1993; 

Ediger, 1996; Johnson & Johnson, 1999; Taur & 

Harackiewicz, 2004)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학들이 학생들

을 대상으로 다른 팀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팀내에서 팀원들

끼리 협력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야 말로 전공교육의 효율

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 그 자체보다 교육

이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를 조직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Attle & Baker, 2007). 

국내에서도 협동학습의 목적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하여 학

습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전공외적 소양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teamwork과 의사 친달 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므로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히 긍정적이므로 교수 방법으로서 권

장할만한 교수법이라고 주장되었다(김기현, 2002). 특히, 실험

과 설계가 융합된 과목, 혹은 이론과 설계가 융합된 과목을 개

설하여 각종 설계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학인증에

서 요구하는 학습성과 중 팀원으로써의 역할 수행능력이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고 보고되었다(이건영 외, 2004). 이밖에도 팀 중

심의 과제 수행이 요구되는 종합설계과목의 협동학습에서 스스

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셀

프 리더십이 팀웍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셀프 리더십은 팀웍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므로 공학

교육과정에 셀프 리더십의 인지적 전략들을 학습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된 바 있다(안정호

․임지영, 2008).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산학협력과 설계교육, 그리고 팀 프

로젝트에서의 협동학습이라는 세 가지 key words를 근간으로 

신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

로 교과목 체계의 배경과 효율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Ⅱ장에서는 우선 홍익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ICEE)의 

간략한 소개와 그 지원을 근간으로 구성된 두 가지 산학협력 공

학교육 프로그램인 PACE와 STP를 소개하고 이들 산학협력 공

학교육프로그램과 공학교육관리기관의 지원을 받고있는 ICEE

에서 운영하는 공학인증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그 영향은 어떠

한지 세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들을 각 특성별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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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Ⅲ장에서는 이들 중에서 특히 가장 최근

에 시작된 STP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그 활용상황을 소개

하고자 한다. 

II. 홍익대학교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산학 

공동 공학설계교육

1. 산학 공동 공학설계 교육과 ICEE

홍익대학교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산학 공동 공학설계

교육의 출발점은 2004년 새롭게 확대 개편되어 신설된 공학교

육혁신센터(ICEE)로서 전략유형별 특성화된 공학교육 혁신방향

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

기위해 공학교육인증(ABEEK)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구인 기존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의 업무를 흡수한 것이다. 그 주된 목

표는 홍익대학교 공과대학의 핵심역량과 지역산업 여건을 반영

한 수요자 지향적인 공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간 본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특성화 지표인 산업과 예

술의 만남은 창의적 설계 및 디자인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특성화 전략이며 이에 따라 산

업계 요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하여 공과대학 전체 및 각 전공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 실행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과 창의성을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취지

가 있으며 특히 공과대학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적

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적응력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어 취

업률이 20% 낮다는 점에 비추어 여성공학인력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학

생의 산업체 진출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된 공학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

하여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2004년 이후 본 과에서는 다음 

절에서 소개할 두 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PACE와 STP가 

성공적인 산학협업 공학교육프로그램으로 안착되어 학생들의 

공학교육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 PACE(Partners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미국의 제네럴모터스(GM)를 비롯 한국지엠(GM Korea), 오

토데스크(Autodesk) 오라클(Oracle), 휴렛패커드(HP), 지멘스 

피엘엠소프트웨어(Siemens PLM Software) 등 세계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로 조직된 PACE(Partners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재단은 국제적인 산

학협력프로그램을 결성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05년 10월 

홍익대학교에 PACE센터를 개소하였다. 

PACE센터의 운영목표는 공학 및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

이 제품의 전생명주기(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관련 디지털기술을 습득, 졸업 후 기업의 자동차개발 관련부서

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실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우수한 인력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 

산업에서 제품의 디자인, 설계, 생산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다양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교과목에 접목시킨 현장

중심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익대의 경우 현재 30여개의 공

학 및 산업디자인분야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새로이 개발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고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기 중에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데

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학 중에도 주요 소프트웨

어를 계절학기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데 PACE 관련 공학설계교육 교과목에 대한 소개는 2009년에 

소개된 논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다(Jee, 2009).

PACE센터는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전 세계 52개 

PACE대학과의 국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의 글로벌 문화에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여개 PACE대학의 학

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경주용 자동

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교육에 여러 해에 걸쳐 참여하

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타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도 새로이 개발하여 운영중이며 현재는 자동차 산업에 초

점이 맞추어져 공과대학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학생들과 미

술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

는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의 적용분야를 기타 제품제조업 분야

에까지 넓히고 있다.

3. STP(Samsung Talent Program)

2011년 3월8일에 삼성은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Samsung 

Talent Program: STP)’으로 명칭으로 홍익대를 포함한 국내 

14개 대학의 관련 학과와 2014년까지 산학협력내용 등을 확대

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협

력해 관련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교과 과정을 선정,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시, 이수하는 과정이고 전공분야도 기존의 통신분

야에서 삼성전자의 전 사업분야와 미래분야, 기초분야로 확대

되었는데 특히 반도체학과와 모바일공학과 등의 학과 개설, 디

스플레이 특정 기술분야별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전자

산업 전반 뿐만 아니라 신소재와 미래 유망분야에까지 넓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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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vantages and drawbacks of each program

PACE STP ICEE

강점

①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다국적 기업체와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제공 

② 제품의 전생명주기(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관련 디지털기술과 하드웨
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상공급과 교육
기회

③ 전 세계 52개 PACE대학과의 국제적 교
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① 기업체는 트랙 개발을 위한 연구비와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을 지원함 

② 과정을 이수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
학금을 지원하며 기업체 인턴 채용 시 STP

를 이수(예정)한 학생을 우대하도록 규정,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임
③ 기업체는 인턴 최종합격자 중 우수한 학생

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① 공학교육인증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2008년 2월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 첫 졸업생 배출

② 특정기업형 혹은 특정산업형교육과정 구축
을 통한 산업체 지향적 교육과정 구축에 
필요한 Know-how 와 경험 축적

③ 센터 주관으로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
대회를 개최후 이를 바탕으로 다학제 협업 

설계 교과목을 2010년 1학기부터 운영

보완사항

① 취업시 특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으며 연
구비 지원은 없음

② PACE산학협력프로그램의 구심점인 미국의 

제네럴모터스(GM)가 자동차 제조업체이므
로 산학협력의 대상제품이 자동차에만 한
정됨

③ PACE산학협력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체와의 산학협력기회는 제한

① 다국적 기업체와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수
행하기 위한 기반은 제공하지 않음

② STP 관련대학들간의 교류는 없음
③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상공급

과 교육기회보다는 관련전공 교육과정 개
발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간접지원하
며, 우수 학생들을 선발에 치중

① 공학교육인증제 도입 후, 교수들의 학사관
리의 부담이 증가

② 다양한 산업이 혼재하는 수도권 중심부에 
학교가 위치하므로 특정산업 분야 중심의 
산학협력 특성화 전략수립에 애로점 

③ 교수업적 평가가 연구업적 중심이므로 산
학협력을 위한 교수의 노력이 저평가되고 
이를 위한 지원불충분 

술별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되었는데 예

를 들면 최근 디자인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기구와 금형 분

야가 보완 ․강화됐고, 신소재 등의 분야가 개설되었고 일부 프

로그램은 석사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익대학교와 삼성전자는 이미 그전에 산업체의 과학기술 개

발에 필요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5년 7월 26

일 ‘홍익대학교-삼성전자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트

랙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는 정보통신트랙 과정 개발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

며, 정보통신트랙 과정을 이수(예정)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인턴과정에 참

가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또한 3년 후인 2008년 2월 21일에

는 휴대폰이라는 보다 특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휴대폰 개

발에 있어 기구 ․금형 트랙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홍익대 공과대학내의 기계 ․시스템디자인

공학과와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이 휴대폰 디자인 개발을 위한 

5년간의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내용을 학과과정에 반영하

기 위해 교과내용 수정은 물론 신규과정도 개설하며 대학원과 

일부 과정의 학부개설 및 계열 간 교차수강이 가능토록 하였고 

이에 삼성전자측에서는 매년 필요과제와 필요자료를 제공하며 

협약 관련 교과 과정을 이수한 우수학생에 대해 대여장학생 및 

트랙 인턴생으로 선발, 장학금과 학비보조를 지원하도록 한 바

가 있다. 

이와 같은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STP)’의 특징은 우선 정보

통신트랙 과정 개발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며, 프로

그램 과정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별로 매년 1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인턴 채용시 

우대하며 인턴 실습 종료 후 입사가 확정된 학생 중 우수 학생

을 대학별로 연간 5명씩 별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

램이라는 점이다. 또한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한 운영위원(홍익대 

전공 보직교수 및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임원과 부서장으로 

구성된 6명으로 구성)이 구성되어 프로그램을 관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4. PACE와 STP 그리고 ICEE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그램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특성

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두 산학협력 공학교육프로그램과 

공학교육관리기관의 지원을 받고있는 ICEE에서 운영하는 공학

인증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그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인지 Table 

1 에서 비교 분석해서 나타내었다.

우선 PACE와 STP는 특정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어 제조업

Table 2 A comparison list for three programs

PACE STP ICEE

공공기관 주도 프로그램 X X O

기업체 주도 프로그램 O O X

재정적 지원 X O O

현물 지원 O X X

교육기관에 대한 준칙조항 유무 marginal X O

학생취업 기회확대 O O marginal

학제간 팀별 공학교육 장려 O O O

교수들의 업무분담가중 marginal margina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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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brief course syllabus for the STP course

course name Development of the product and mold for a mobile device

credit 4 hours /3 units(2 hours for experiment & practice)

contents of 

lecture

1. Introduction to plastic injection mold

2. Product modeling using NX

3. Injection process analysis via MOLDFLOW

4. Team project (2hours/week)

team project

1. The project follows the general process of product design as discovery research / concept generation / digital modeling & 

mockup / engineering analysis 

2. Team assignments: each single student is assigned to a team based on age diversity, no sex discrimination, and, opitionally, 

PCMT(Personal Creativity Modes Test) results.

3. The project theme is extracted from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market trend of the mobile phone.

4. A discovery research usually begins with the project theme confirmed and concept generation will be made.

5. A couple of concept presentation can be made to decide the best concept among those found in the previous step which 

will be followed by productization.

6. Both mock up and digital modeling are made to analyze and verify the final concept and product

mentors from 

company

A few specialized company employee from Sam Sung company join the concept generation and productization as well as the 

competition of the final presentation. 

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소재대학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교

과과정개발과 운영에서 제조업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며 더 나아가 이들 프로그램 환경에서 교육받은 대

학졸업생들을 해당 제조업체로의 자연스러운 취업으로까지 연

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Table 2에서는 PACE와 STP 그리고 ICEE가 갖는 프로그램 특

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것이다. 

III. 산학 공동 공학설계교육 관련 개설 교과목의 

수행사례분석

지금까지 서술한 산학 공동 공학설계교육 프로그램중에서 

PACE 관련 공학설계교육 교과목에 대한 소개와 ICEE의 활동

사항은 2009년에 소개된 논문에서(Jee, 2009) 상세히 다룬 바

가 있어 본 장에서는 그 이후에 수행된 STP 관련 교과목에 대

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STP(Samsung Talent Program)와 교과목 개설

홍익대학교 기계 ․시스템디자인 공학과에서는 현재 전술한 

“기구/금형트랙”에서 기초과학 및 기술관련 5개 학과목, 전문교

양관련 5개 학과목을 트랙관련 학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전공

분야에서는 설계기술 5과목, 기구관련 5과목, 재료관련 4과목, 

제조관련 6과목을 이수관련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아래 Fig. 1 

은 삼성전자와 홍익대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 간의 기구/금

형 트랙관련 학과목 구성안을 도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기기 사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하여 현재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국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

며 기존의 아시아, 서유럽, 미국 등의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인

도나 아프리카, 동남아와 같은 신흥지역의 등장에 따른 세계휴

대폰 시장의 확대로 그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에서 이동통신분야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

력 양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휴대폰이라는 보다 

특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휴대폰 개발에 있어 기구 ․금형 

트랙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2008년 2월 21일 홍익대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삼성전

자 정보통신총괄이 휴대폰 디자인 개발을 위한 5년간의 기술 협

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협약 내용을 학과과정에 반영하기 위

한 교과목명이 Fig. 1에 기재된 ‘휴대폰개론’이라는 가칭의 교과

목이며 이후 ‘이동통신기기 제품형상설계’라는 신규개설 교과목

명으로 본 과에서 개설되어 지금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

라서 다음 절에서는 STP관련 교과과정운영의 한 사례로서 신

Fig. 1 A tentative curriculum structure for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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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list of program outcomes(PO) for STP course

요약 내용 평가도구 가중치

PO3 공학적 요구에 맞추어 공학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프로젝트, 기말고사 0.4

PO4 업무관련 조직 내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출석 및 참여태도 0.2

PO7 공학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발표 0.2

PO12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및 최신 응용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프로젝트 0.2

규개설된 이동통신 제품개발 교과목의 강의 이론과 실습 체계, 

그리고 팀 프로젝트의 수행 사례를 기술하고 그 의의를 다루고

자 한다.

2. 이동통신기기 제품형상설계 교과목 현황

우선 이동통신기기 제품형상설계 교과목은 휴대폰 분야에 필

요한 기구/금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부과정 강좌이며 

학생들에게 이동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실습 및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동

통신기기의 설계 및 제작의 핵심 분야인 금형 및 사출성형을 위

한 제품형상설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

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NX 및 Moldflow를 사용한 실습을 병행

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며 본 교과목을 통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이동통신기기 분야 전문 인력 양

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 강의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하며 그 상세한 강의 계획서는 Table 3과 같다.

이동통신 제품개발 교과목의 강의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서

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과목의 강의내용은 금형 및 사출성형의 이론과 실

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NX, Moldflow 등의 상용 소프트웨

어를 통한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론 강의와 병행하여 이동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한 실

습 및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후 실무에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의진행은 이론강의에 대한 시험과 과제 및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평가하며 필답시험보다는 프로젝트에 많은 비중을 두

어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공학인증체계(ABEEK) 교육 프

로그램의 이념을 충실히 만족할 수 있는 공학교육 실천방안의 

하나로서 Table 4와 같이 12개의 학습성과 중 다음과 같은 상

관관계를 설정하였다.

둘째, 본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 장의 기존의 연구결과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체에 유익한 공학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주요한 공학교육도구는 팀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한 설계교육

이지만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본 강좌의 특성은 학제간 협업

설계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매년 기계공학과, 산업공

학과, 전기전자공학부와 같은 공대학생들은 물론 미술대학 산

업디자인학생들도 본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생들이 서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프로젝트

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게 하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학제간 전

공 학생들이 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서로 다른 

학제간 학생들이 협업을 수행하면서 본인들의 전공과 관계가 깊

은 역할에 만 치중하여 맡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작업의 균등한 

분배가 어려운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본 강좌는 팀프로젝트 교육방식을 지향한다. 팀프로젝

트 방식은 졸업 후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공학전공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이다. 본 강좌

에서의 팀프로젝트의 수행원리는 개인과 개인의 경쟁적인 학습

환경보다는 팀과 팀의 경쟁구도상에서 팀내의 팀원간의 유기적

인 협동학습을 지향한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방식

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외국대학에서의 수행사례와는 달

리 아직까지도 종속적이고 서열적인 가족과 혈연관계에 근거한 

사회정서가 익숙한 국내 대학에서는 팀별 협동학습체계에서 몇

가지 경향들이 발견되고 있다. 

1) 연령이 연소한 학번의 학생들이 더 많은 작업을 담당

2)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적거나 쉬운 작업을 담당 

3)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고 또 하고 싶은 작업만 담당

하고 어려운 작업은 피하려는 경향

즉, 국내의 대학생들은 협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적 작

업분담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에 이를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전반적인 인구감소경향에 맞물려 

1-2인 자녀의 가족체계에서 양육된 최근의 대학생들은 협업적

이라기보다는 다소 개인적인 작업수행습성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작업분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협동학습의 의미를 살리기 어려운 것은 물

론 실제 팀 프로젝트 수행 후 팀원들 간 불화를 야기시키고 교

과목수강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본 교과목에서의 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과

정을 거치도록 편성되었다.

1) 수강학생이 결정되면 수강생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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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명을 하나의 팀단위로 정하고 ‘협동학습’의 원칙에 따라 각

기 다른 학제간 전공학생, 고학번과 저학번, 남학생과 여학생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다. 

2) 수강학생들은 3인 1조로 하되 각 조의 팀원들은 지휘/발

표/기록의 3가지 역할중에서 1가지를 교대로 1주일씩 맡아서 

수행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3) 기업체에서 관심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이 통보되거나 추

정되면 대학에서는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한다. 때

때로 기업체의 관심현안 자체가 대외비인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넘겨받기 어렵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기업체에

서 제공 가능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들에 근거하여 이를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하여 구체화하여 프로젝트 주제로 선

정한다.

4) 프로젝트 주제가 결정되면 학생들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탐색연구 혹은 발견연구(Discovery Research)를 수행한다. 이

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알맞은 concept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찾게 된다. 발견된 근거자료에 대한 합리성과 적절성은 

약 2번에 걸친 팀 발표(presentation)를 통해 교수와 다른 팀

들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5)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각 팀들은 자신들의 Concept을 도

출하고 이를 Mockup 제작과 Digital Modeling을 통해서 제품

화를 준비한다.

6) 제품화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해석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화에 필요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여 최종 제

품데이터를 발표한다.

3. 이동통신 제품개발 교과목내에서의 팀프로젝트 

수행사례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제품개발 교과목의 

팀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2011년에 팀 프로젝트 발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결과물로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폰 콘셉트 디자인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팀은 융합적 학제간 팀구성에 의해서 공

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공학, 그리고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전공, 이렇게 3명의 학생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뛰어 넘은 차세대 

폰을 표방하고 있는 이 결과물은 비록 상상속의 디자인이지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접고 휘고 구부릴 수 있도록 한 

점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폰의 모양이 자

유자재로 변한다는 기획이 매우 참신하다. 이 학생팀안에 산업

디자인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게됨에 따라 공학전공학생들만으

Fig. 2 An image of the mobile phone device concept 
developed via the STP course (1) 

Fig. 3 An image of the mobile phone device concept 
developed via the STP course (2) 

Fig. 4 An image of the mobile phone device concept 
developed via the STP cour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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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 list of technical specification estimated for the mobile phone device concept

Network
3.5G(GSM/GPRS/EDGE): 859/900/1800/1900MHz

4G(HSDPA 7.2Mbps, HSUPA 5.76 Mbps): 900/1900/2100MHz

Display 4.0”WVGA SUPER AMOLED(800×480) Flexible type

Video
HD(720p@30fps) video playing & recording

Codec: mpeg4, H.264, H.263, H263 Sorenson, DivX HD/Xvid, VC-1 Format: 3헤(mp4), WMV(asf), AVI(divx), MKV, FLV

Value-added 

Features

Integrated Messaging ‘Social Hub’

Android Market for more applications and contents

A-GPS

Augmented Reality with Layar Reality Browser

1GHz Application Precessor

SMS/MMS/Email/Video Messaging/Exchange ActiveSync

Sensor: Accelerometer, Digital compass, Proximity, Light Offline & No SIM Mode, Voice Command, RSS reader, Widgets, 

Smart Security

OS Android. Flexy

Camera
8.0 mega-pixel Camera＋VGA Telephony Camera, Auto Focus, Self shot, Action shot, Panorama shot, Stop motion, Smile shot, 

Add me

Audio MP3, AAC, AAC＋, eAAC＋, WMA, OGG, AMR-NB, AMR-WB, WAV, MID, AC3, IMY, FLAC, XMF

Connectivity

Bluetooth technology v 3.0

USB v2.0(High-Speed)

Wi-Fi 802.11b/g/n

Memory 32GB/16GB

Size 221×76×8mm

Battery 1500mAh

로 구성된 여타 팀들보다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컨셉 기획이 제안된 것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마우스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 하면 Fig. 3의 시계 어플리케이션 활용

시 시계모양으로 접혀 탁자에 올려놓아 탁상시계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이밖에도 Fig. 4에서 보듯 프로젝터 애플리

케이션을 활용하면 프로젝터 형태로 접어 프로젝터 그 자체로 

쓸 수 있으며 Fig. 5의 모습처럼 DMB 상영시 소형 플랙시블 

TV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결과물의 보다 큰 의의는 단순히 산업디

자인 전공학생의 제품 외부형상컨셉의 기획 및 제안에서 그치

Fig. 5 An image of the mobile phone device concept 
developed via the STP course (4) 

지 않고 이 후 휴대폰 컨셉의 기술적 구현특성이 Table 5와 같

이 공학을 전공하는 다른 팀원 학생들에 의해서 세밀하게 조사, 

분석되어 공학적 전공지식으로 설명하고 제안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산업디자인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에서는 제안된 

컨셉에 대한 기술구현을 설명하기 어렵고 반대로 공학을 전공

하는 학생들은 그러한 기술의 구현대상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프로젝트 팀은 공학과 미술을 전공

하는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서 기술과 기술의 구현대상을 적절

히 결합시킨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본 컨셉에서 학생들이 프

로젝트 컨셉으로 제안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미 오

래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이진호 외, 2005) 학생들이 그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

용하여 미래의 이동통신제품의 기술적 구현이론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은 Discovery Research - Concept Generation 

단계에서 단순히 산업디자인 전공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에서

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학 전

공학생들이 디자인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팀작업에 참

여하고 협업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CE(Concurrent 

Engineering; 동시공학)와 같은 협업 이론을 서로 다른 학제간 

학생들이 모여 강의실에서 팀별설계과목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본 교과목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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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 annual list of employments of students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률 68.1 70.1 71.4 85.7 78.8 82.3 89.0 88.6

4. 에필로그

이와 같은 산학협동에 기반을 둔 학제간 팀별 설계프로젝트 

교육에 도입과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도입효과에 대한 고찰의 

한 예로서 본 과의 졸업생들의 취업률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 Table 6에서는 지난 8년간 본 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나

타나있는데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과 2005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취업률의 변화가 주목할 수준으로 증가하

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음 해 2009년에 취업률이 다소 추춤

하긴 하였지만 2010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개선된 취업률 수

준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취업률의 뚜렷한 개선의 원인을 본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시기적인 개연성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본 프로그램이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적지 않

은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배

출하기 위한 한국공학인증체계(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교육 프로그램의 이념을 

만족할 수 있는 공학교육 실천방안의 하나로서 산학협동에 기

반을 둔 학제간 팀별 설계프로젝트 교과목의 수행과정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홍익대학교의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서 지금

까지 시행해온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을 도입시기별로 

기술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ST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롭게 시

작된 산학 공동 공학설계교육 교과목인 이동통신 제품개발 교과

목의 수행현황과 실제 수행 사례를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

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미래지향적 공학적 설계 교육은 현재

의 학과이론교육에서 팀별설계프로젝트의 실용적개념으로 꾸준

히 전개해나가야 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설계 교육 방

법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직접 팀별설계프로젝트 교과목을 통하

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학제간 설계교육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용적인 공학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

갈 계획이다.

본 논문은 2011 홍익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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