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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pstone design course has been opened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practical project in undergraduate courses. This paper 

presents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for capstone design course. The proposed capstone design is operated such as outside 
outsourcing institute of industry, that is, the industry suggests the topics and fourth grade students work on this project during 
this year, and third grade students take over same project and proceed to improve in next year, so it is the continuous operating. 
Based on this system, industry can get the desired project outputs, and the university can give practical team project experience 
for students, so a mutual benefit between the industry and university can be possible. The proposed operating system is actually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the questionnaire surveys are performed to participated students and corporate 
mentors, and then the operating results of the proposed system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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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캡스톤 설계(Capstone Design) 교과목은 대학 교육에서 학

생의 실무, 팀워크, 의사소통,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부과

정의 고학년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이태식 외, 2009 ; 김

웅섭, 2010 ; 박수홍 외, 2008 ; 주영주 외, 2011). 저학년에

서 학습한 다양한 전공 능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캡스톤 설계 운영은 주제선정 방식, 

팀원 수 및 구성 방식, 평가 방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주제 선정 방식은 교수 지정, 학생 자발적, 기업체 제시 형태 

등이 있다. 주제 선정 시에는 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보

건 및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표준 등의 현실적 제한 조건

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 또

한, 설계 목표 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등의 다양한 

설계 구성요소가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수

가 제한요소 및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주제를 제시하

고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지원하면, 교수가 팀별로 주제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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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해 줄 수 있다. 또는 학생들이 팀을 정하고 팀별로 브레인스

토밍을 통하여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기업체에서 학생들이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주제 리스트를 제시하고 학생별 또는 팀

별로 희망하는 주세를 지원하면, 교수 및 기업체 멘토가 주제를 

매칭해 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의 학제간 연계된 프

로젝트 주제 선정이 가능하다(L. Thigpen 외, 2004).

팀원 수 및 구성 방식은 보통 2～4명으로 한 팀을 구성하며, 

팀 구성하는 방법은 학생 자발적, 임의 추첨식, 개인별 능력을 

고려한 강제 할당식 등이 있다. 캡스톤 설계 교과목은 팀 내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므로, 1인 프로젝트는 배제하고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성원 수가 너무 많으면, 진행 

과정의 산발성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의존성 등으로 인해 효

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팀구성 시에는 친분, 취미, 흥미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구성된 팀 내에서 의사소통, 팀워크는 양호하게 이루

어질 수 있으나, 팀간 실력차이 등으로 실력이 좋은 학생들로 

구성된 팀은 설계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실력이 좋지 않는 학

생들로 구성된 팀은 중대 포기, 진행 사항의 미흡 등의 부작용

이 동반될 수 있다. 강제 할당식은 학생 개인별 실력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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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수가 팀의 구성원을 강제로 지정해 주는 것으로서, 팀간 

실력차이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면 팀별 실력이 

비슷하므로 학생들이 팀간 실력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팀 내에서 학생

들 간의 실력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해결방안이 프로젝트 성공

의 열쇠가 될 수 있다.

평가 방식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교수 평가, 외부 인사 평가, 

다른 팀원 평가 등이 있다. 프로젝트는 계획의 달성도, 결과의 

우수성 등의 팀별과 프로젝트 공헌도, 책임감과 성실성, 문제

해결능력, 실무능력, 자료이해분석 능력 등의 개인별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가 가능하다(D. G. Meyer, 2005). 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프로젝트 지도 교수, 또는 외부 인사가 평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다른 팀에 대해 서로 평가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만약 기업체가 주제를 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

업체 멘토가 평가자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캡스톤 설계 교과목 운영시스템을 제

안한다. 현재 국내외 일부에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 시에 기업체

가 참여하고 있으나(W. Akili, 2011 ; B. Surgenor 외, 2005), 

기업체가 수동적으로 또는 단발성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이 학교 중심에서 기업체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스

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체 중

심에서 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업체가 필요성을 느끼

고 적극적으로 캡스톤 설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캡스톤 설계가 갖고 있는 

학생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의 배양을 동반함으로서 기업체-학

교가 서로 Win-Win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제안하는 캡스톤 설계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체, 대학교의 참여와 평가를 위

한 체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프로젝트 진행 중심에서 특징

을 살펴본다. 그리고 학생의 학년 및 학기별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운영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다.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설문조사와 학생들을 지도한 기업체 멘토의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

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II. 제안되는 캡스톤 설계 운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캡스톤 설계 교과목 운영시스템

을 제시한다.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 

기업체, 학생 등과 같은 대상이 요구된다. 

캡스톤 설계 교과목은 대학교 3,4학년에 1학기 또는 2학기

에 걸쳐 개설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운영시스템은 기

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기업체 

외부 아웃소싱 연구소 형태로 운영된다. 대학교는 현장 실무 교

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연관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는 마지못해서 겨우 협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기업체가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체는 연구소

의 연구원을 채용하여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계속적으

로 근무하게 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

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외부 연구소의 연구원 

형태로 운영하면 기업체는 손해 보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

고, 기업체는 단발이 아닌 연속적인 제품의 개발 및 기능 개선

이 필요하다. 즉, 매년 같거나 비슷한 주제에 대한 연속적인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운영시스템은 주체는 대학교

이지만, 실리는 기업체가 갖는 형태를 띠면서 대학교와 기업체

의 공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체는 캡스톤 설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한 진행 사항을 조언해 주는 멘토를 선임한다. 대

학교는 캡스톤 설계를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제공

하고, 프로젝트 수행할 대학생 3, 4학년에 대해 교과목을 개설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학생 및 멘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받은 피드백으로 향후 시스템 운영을 개선한다. 또한,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주제 타당성, 멘토의 적극

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재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멘토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실습장비 등의 환경개선과 학생들의 선수 교과

목 개설 등에 대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주제와 팀 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은 Fig. 

2와 같다. 주제는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매출과 직접 연계되는 

제품이거나 기업이 향후 계획 중인 신규 연구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주제를 선정하고 팀당 2～4명 단위로 팀을 구

성하며, 팀장을 선출한다. 프로젝트 수행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으로 멘토와 학생들의 면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캡스톤 설계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멘토 의견을 바탕

Fig. 1 Operating system for capstone desig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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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survey

영역 내용 문항수

캡스톤 설계 교과목의 운영 
만족도

수강시기, 진행기간, 수업시간, 주제선정방식, 수업만족도, 공학자로서 근무 효과성, 진로 도움, 새 모델에 따른 전공지
식 이해 향상도, 기존 프로젝트 대비 흥미유발도, 실습실 규모의 적절성, 장비의 적절성, 향후 운영 방향에 바람직한 의견

12

캡스톤 설계 교과목의 수업 
지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멘토 미팅 주기, 멘토 의사소통, 팀원역할 분담, 팀원 협동, 결과물 만족도, 멘토 도움 정도, 어려웠던 점, 프로젝트 
종료 후 전공 흥미 유발도, 전공 실력 향상도, 시간관리 능력

10

학생들의 학습성과 만족도
모델링 능력, 프로젝트 계획/수행 능력,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 도구 사용 능력, 복합 학제적 팀 역할을 수
행 능력,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5

취업 연계 만족도 멘토업체 취업 희망 1

으로 프로젝트 팀별 및 팀원 개별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주제 재선정 여부를 판단하고, 프로젝트 주제를 수행

하기 위한 학생들의 사전교육을 판단하여 피드백 개선한다.

또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년별 수행내용은 Fig. 3과 같다. 

3학년 학생은 4학년 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캡스톤 설계 프로

젝트의 보조 역할자로 참여한다. 4학년 학생 수만큼의 3학년 

학생 수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각 프로젝트 팀당 최소 1인의 

3학년 학생이 참여하도록 한다. 3학년 학생은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에 대해 관찰하며, 4학년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종료하

면 그것을 이어받아 연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그러나, 캡스

톤 설계 종료 평가를 통하여 프로젝트 주제의 연속성은 판단될 

수 있다.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는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기업체 또는 보조 역할을 수행한 주제를 제시한 업체에서 인턴

십을 수행한다. 인턴십 과정에서 캡스톤 설계를 위한 사전 선수 

지식을 습득한다. 4학년 1학기에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

행한다. 프로젝트 수행 시 멘토와 주기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

Fig. 2 Formation of project topic and team

Fig. 3 Continuous project progress based on grade unit

며, 학생이 참여업체로 가든지 멘토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생의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언해 줄 수도 있다. 캡스톤 설

계 교과목은 보통 3학점이며, 실습교과목으로서 주당 6시간 강

의가 이루어지며,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

루를 정해 오전 및 오후로 나누어 강의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학년 여름방학기간에는 인턴십을 수행하며, 

인턴십은 프로젝트 주제 제시 업체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프로

젝트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4학년 2학기에는 전공학

위 졸업을 위해서 졸업 작품이 필요할 경우에 연속적으로 프로

젝트를 수행하여 졸업 작품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III. 제안 시스템의 운영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A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계열 학과에서 

개설된 캡스톤 설계 교과목에 대해 제안하는 캡스톤 설계 운영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수강한 학생 41명과 멘토업체로 참여한 

5개 기업의 멘토를 대상으로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1. 학생 설문조사 분석

2012년 1학기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수강한 41명 학생을 대

상으로 마지막 수업시간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에 의해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설문의 영역별 구성 내용

설문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각 운영 만족도, 수

업 지도 방식 만족도, 학습성과 만족도 및 해당 멘토 업체에 취

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 만족도는 12문

항, 수업 지도 방식 만족도는 10문항, 학습성과 만족도는 5문항, 

취업 연계 만족도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만족도 분석

응답자 41명중 멘토업체를 명시한 40명은 ‘가’업체 7명, ‘나’

업체 8명, ‘다’업체 9명, ‘라’업체 10명, ‘마’업체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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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만족도

조사 대상인 캡스톤 설계 수강생들은 4학년 1학기 동안만 운

영되며, 주제는 산업체 지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Table 2는 

캡스톤 설계 교과목의 운영 만족도 설문 중 수강시기와 주제 선

정 방식에 관한 결과이다. 

먼저 수강시기에 관한 설문결과는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여 

4학년 1학기까지 2학기 동안 운영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17명, 41%), 그 다음으로 4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2학기 

동안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16명, 39%). 또한, 4학년 1

학기만 운영하는 방식(6명, 15%)과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

학기까지 3학기 동안 운영하는 방식(2명, 5%)도 있었다. 대부

분의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두 학기 동안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도 판단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졸업 및 취업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들은 산업체와 팀원이 협의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25명, 61%)하였고, 그 다음으로 팀원 주체적인 선정(7명, 

17%), 산업체 지정(5명, 12%), 지도교수 지정(2명, 5%), 기타

(2명, 5%)가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큰 방향성은 산

Table 2 Course semester and topic selection

교과목 수강시기

3학년 1학기～4학년 2학기 5%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41%

4학년 1학기 15%

4학년 1학기～4학년 2학기 39%

4학년 2학기 0%

주제 선정 박식

산업체-팀원 협의 61%

팀원간 토의 및 자료 수집 17%

산업체 지정 12%

지도교수 선정 5%

기타 5%

Table 3 Average of operating satisfaction

문항 평균

프로젝트 진행기간(개월) 7.12

주당 수업시간(시간) 5.17

수업 방식의 수업만족도 3.53

수업 방식의 공학자로서 근무 효과성 3.85

수업 방식의 진로 도움 4.02

수업 방식의 전공지식 이해 향상도 3.75

기존 대비 흥미 유발 3.78

실습실 규모 적절성 3.53

장비 구비 적절성 3.43

업체에서 제시하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3은 운영 만족도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설문결과

를 정리하였다.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평균 7개월 가량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캡스톤 설계 과목의 수강시기에서 2학기간

이 가장 많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당 수업시간은 현재 6

시간보다 적은 5시간가량을 선호하였으며, 캡스톤 설계 교과목

의 수업 방식에 대한 수업만족도는 보통(3점)보다 높은 3.5점

이었다. 수업 방식으로 인해 취업한 후 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정도는 3.85점이었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4.02점으

로 높게 나왔다. 전공지식 이해 향상도, 기존 대비 흥미 유발도, 

실험실 규모, 장비 구비 적절성은 각각 3.75, 3.78, 3.53, 3.43

으로 ‘보통(3)’ 수준 이상의 수치로 조사되었다. 

2) 수업 지도 방식 만족도

Table 4는 학생들과 멘토와의 정기적인 미팅 선호 주기와 과

제 수행 중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학생들은 멘토와

의 정기적인 미팅은 주 1회(26명, 64%)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

답하였고, 2주에 1회(10명, 24%), 주 2회 이상(5명, 12%)을 선

Table 4 Difficulties of meetings cycle with mentor and 
subject progress

멘토와 미팅 주기

주 1회 64%

주 2회 이상 12%

2주 1회 24%

4주 1회 0%

학기 1회 0%

과제 진행 중 
어려운 점

전공 능력 부족 43%

관련 정보 부족 39%

개발시간 부족 6%

개발 장비 부족 6%

팀웍 부족 6%

Table 5 Average of satisfaction with mentoring method

문항 평균

멘토와의 의사소통 원활도 3.41

팀원 간 역할분담 만족도 3.48

팀원 간 협동 정도 3.85

결과물 만족도 3.01

멘토 도움 정도 3.47

프로젝트 종료 후 전공 흥미 유발도 3.60

전공 실력 향상도 3.04

시간 관리 능력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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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4주 1회와 1학기 1회 등을 선

호하는 학생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1～2주에 1회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제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인의 전공 능력 부족

(21명, 43%)과 관련 정보 부족(19명, 39%)을 가장 많이 선택

하였는데, 특히 관련 정보의 부족은 업체에서 원하는 주제가 매

우 실제적인 제품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과에

서 운영하는 여러 교과목에서 실제 산업체에서 활용하는 기술

들을 더욱 많이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5는 캡스톤 설계 과목의 지도 방식에 관한 만족도 중 

평균이 계산되는 문항들을 정리한 표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 만족도(3)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지만,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3.0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도하는 내용

들이 많아 시행착오 및 자료조사에 집중하다 보니 초기에 예상

했던 결과물의 수준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모델과 같이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3

학년이 내년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고, 또 새로운 3학년이 참여

되는 선순환 구조로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면 결과물에 

관해서는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학생의 학습성과 만족도

2013년 인증평가부터 적용되는 컴퓨터 ․정보기술인증기준2010 

(KCC2010)의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부분은 학생

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나타내는 학습성과로 11

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 이 중에

서 적용학과의 캡스톤 설계 교과목의 학습성과와 관련하여 학생

들의 설문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부분의 설문에서 보통(3)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에는 학습성과 만족도

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취업 연계 만족도

설문의 마지막 문항은 학생들이 멘토업체에 취업할 의사를 묻

는 것이었는데, 전혀 취업할 의사가 없는 학생부터 적극적으로 

Table 6 Satisfaction of learning outcomes

문항 평균

모델링 능력 향상도 3.75

프로젝트 계획 및 수행 능력 향상도 3.36

최신 방법 사용 능력 향상도 3.56

학제적 수행 능력 향상도 3.56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 3.68

취업할 의사가 있는 학생 모두 존재하였고 평균값은 3.21로 보

통보다 약간 더 취업 의사가 있었으며 표준편차는 1.21이었다.

다. 업체간 차이를 보이는 설문 분석

앞에서 서술한 설문의 결과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업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설문

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업체 간 차이점을 기반으로 과

목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SPSS로 해당 설문 문항에 대해 분산 분석하여 유의확률 0.05 

내의 설문문항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수업 만족도의 경우, ‘가’와 ‘나’업체 평균이 3.0, ‘다’업체는 

3.11인 반면 ‘라’업체는 4.1, ‘마’업체는 4.5점이었다. 이러한 수

업방식이 향후 산업체에 공학자로서 근무하는데 효과적인가에 

관한 설문에 ‘가’업체는 2.85로 가장 낮았고, ‘마’업체는 4.83으

로 가장 높았다. 팀원의 역할 분담에 관한 만족도 설문에서 ‘나’

업체는 2.6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라’업체는 4.1으

로 가장 높았다. 특히 ‘라’업체는 멘토가 매주 학교를 방문하여 

Table 7 Difference analysis of industry average (F- 
validation)

업체
수업

만족도
근무 

효과성
역할 
분담

결과물 
만족도

멘토 
도움 

취업 
희망

유의확률 0.019 0.017 0.038 0.004 0.017 0.015

가 3.00 2.85 3.42 2.98 2.57 2.14

나 3.00 4.25 2.62 2.37 3.42 3.00

다 3.11 3.44 3.55 2.33 2.88 3.22

라 4.10 3.90 4.10 3.90 4.30 3.60

마 4.50 4.83 3.50 3.43 4.16 4.33

합계 3.53 3.85 3.48 3.01 3.47 3.21

Fig. 4 Satisfaction t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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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ents of survey

영역 내용 문항수

교과목의 운영 
만족도

수강시기, 진행기간, 수업시간, 주제선정방식, 수업만족도, 공학자로서 근무 효과성, 진로 도움, 새 모델에 따른 전공
지식 이해 향상도, 기존 프로젝트 대비 흥미유발도, 실습실 규모의 적절성, 장비의 적절성, 향후 운영 방향에 바람직
한 의견

12

교과목의 수업 지도방식 
만족도

멘토 미팅 주기, 멘토 의사소통, 팀원역할 분담, 팀원 협동, 결과물 만족도, 지원금 지원 정도, 멘토로서 능력 발휘
도, 학과 지원 적절성

8

취업 연계 만족도 재학생 능력 정도, 프로젝트수행능력, 고용 가능성, 부족한 점,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5

학생들과 토의를 많이 하여 학생들의 의견 교환할 기회가 많았

던 것도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과물의 만족도는 

다른 척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나’업체와 ‘다’업체가 각각 2.37, 2.33으로 낮았고, ‘라’업체는 

3.9로 가장 높았다. 결과물의 평균적인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처음 운영되어 멘토와 멘티의 눈높이가 서

로 달라 프로젝트 관리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멘토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가’업체가 2.57로 가장 낮았

고, ‘라’업체와 ‘마’업체가 각각 4.3, 4.16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

다. 마지막으로 멘토업체에 취업 희망도는 ‘가’업체가 2.14로 가

장 낮았고, ‘마’업체가 4.33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4와 같다. 전

반적으로 ‘마’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가’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척도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캡스톤 모델을 지

속적으로 유지할 산업체 또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2. 멘토 설문조사 분석

캡스톤 설계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도하였던 산

업체 멘토 5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가. 설문의 영역별 구성 내용

멘토에 대한 설문은 Table 8과 같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

성되고, 각각 운영 만족도, 수업 지도 방식 만족도 및 해당 멘

토 업체에 취업 희망도에 대한 설문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 만

족도는 12문항, 수업 지도 방식 만족도는 8문항, 취업 연계 만

족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만족도 분석

1) 운영만족도

Table 9는 멘토에 대한 캡스톤 설계 교과목의 운영 만족도 설

문 중 수강시기, 주제 선정 방식 및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결과

이다. 

수강시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4학년 1학기에서 2학기까

Table 9 Course semester, topic selection, and future 
operation plan

수강시기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20%

4학년 1학기～4학년 2학기 60%

4학년 2학기 20%

주제 선정 방식
산업체 지정 80%

팀원간 협의 20%

향후 운영 방식
(복수 응답)

인턴십 연계 35%

경진대회 참가 17%

취업연계 17%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진행 17%

3학년부터 확대실시 16%

Table 10 Satisfaction of course operation

문항 평균

프로젝트 진행기간(개월) 7.80

주당 수업시간(시간) 3.40

수업 방식의 수업만족도 4.80

수업 방식의 공학자로서 근무 효과성 4.40

수업 방식의 진로 도움 4.40

수업 방식의 전공지식 이해 향상도 4.40

기존 대비 흥미 유발 4.40

실습실 규모 적절성 3.40

장비 구비 적절성 3.40

지 운영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3명, 60%), 3학년 2학기

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운영하는 방식(1명, 20%)과 4학년 2학

기만 운영하는 방식(1명, 20%)도 있었다. 산업체 멘토들은 학

생들과 마찬가지로 1학기 동안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두 학기 동

안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도 판단하고 있으나, 다만 그 

시기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캡스톤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인 산업체 지정(4명, 

80%) 방식이 가장 많았고 팀원 간 협의(2명, 20%)에 대한 의

견도 있었다. 그리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복수 응답 설문에

서는 인턴십 연계(2명, 33%)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3

학년으로 확대 실시, 취업과의 연계, 산학연프로젝트진행, 경진

대회 참가에 대한 의견이 각각 17%가 있었다. 이는 멘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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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였던 학생들을 인턴십 등으로 연계하여 꾸준히 지도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0은 교과목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이

다.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평균 7～8개월가량이 가장 적당하다

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생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캡스톤 설

계 과목의 수강시기에서 2학기간이 가장 많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당 수업시간은 현재 6시간보다 훨씬 적은 3시간가량

을 선호하였으며, 캡스톤 설계 교과목의 수업 방식에 대한 수업

만족도는 4.8점으로 아주 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수업 방식

으로 인해 취업한 후 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각각 4.4 점으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의

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 밖에 전공지식 이해 향상도, 기존 대비 

흥미 유발도, 실험실 규모, 장비 구비 적절성은 각각 4.4, 4.4, 

3.4, 3.4 점이었다.

2) 캡스톤 설계의 수업 지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멘토들은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은 주 1회(2명, 40%)와 2

주 1회(2명, 40%)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4주 1회(1명, 

20%)를 선호하는 멘토도 있었다. 따라서, 1～2주에 1회의 미

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1은 캡스톤 설계 과목의 지도 방식에 관한 만족도 중 

평균값이 계산되는 문항들을 정리한 표이다. 대부분의 항목에

서 평균적인 만족도(3)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와 학과의 지원에 대한 적절성은 4점 이상

으로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보다 멘토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취업 연계 만족도

Table 12는 멘토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부족한 능력과 대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할 실습교육에 대한 복수응답 문항에 대

한 설문 결과를 나타낸다. 멘토들은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능력

으로 업무분석능력(3명, 30%) 및 의사소통능력(3명, 30%)을 꼽

고 있으며, 오히려 전공능력인 프로그래밍 능력(2명, 20%)이나 

Table 11 Satisfaction with mentoring method

문항 평균

멘토와의 의사소통 원활도 3.20

팀원 간 역할분담 만족도 3.60

팀원 간 협동 정도 3.60

결과물 만족도 4.00

지원금 수준 적절성 3.40

멘토로서의 능력 발휘도 3.20

학과 지원 적절성 4.40

Table 12 Lack of student's ability and simulation training 
needed in university

학생들이 
부족한 능력

팀 구성원간 의사소통 능력 30%

업무 분석 능력 30%

프로그래밍 능력 20%

문서작성 능력 10%

기타 10%

대학교 실시 
실습교육

프로그래밍 언어 31%

팀 프로젝트 23%

데이터베이스 15%

멀티미디어 처리 15%

인턴십 8%

Table 13 Satisfaction of employment

문항 평균

재학생의 능력 정도 3.20

재학생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정도 3.40

멘토업체의 고용 가능성 4.20

문서작성능력(1명, 10%) 보다 높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점과 차

이가 있었다. 또한, 대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할 실습교육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4명, 31%), 팀프로젝트(3명, 23%), 멀티미디

어처리(2명, 15%), 데이터베이스(2명, 15%) 순이었다.

Table 13은 멘토들의 취업연계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를 

나타낸다. 멘토들은 학생들의 능력 정도(3.2점)와 프로젝트 수행

능력 정도(3.4점)를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멘토가 소

속된 업체에 고용할 가능성을 4.2 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

였다. 이는 멘토들이 학생들의 현재 능력보다는 미래에 발휘될 

잠재력을 더욱 크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기업체와 대학교가 상호 연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다. 제시한 방법은 기업체가 수동적이고 단발성으로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 아웃소싱 연구소 형태의 운영시스템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운영시스템은 컴퓨터공학 계열학과의 

4학년 1학기 캡스톤 설계 교과목에 적용하였으며, 수강 학생 및 

참여 기업체 멘토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수강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멘토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진행에서 높은 운영 만족도

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결과물의 만족도를 보였다. 기업

체의 멘토들은 이러한 운영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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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에 비하여 운

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체 멘토들이 1년간의 프로젝트 진행을 고려하

여 지도해 옴으로써, 학생들은 1학기 동안의 중간 결과물 만족

도에 대해 스스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체 참여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운영시스템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사후 평가를 통해 기업체 재참여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직

접 참여한 학생은 참여 기업체의 인턴십 활동을 통하여 프로젝

트 진행을 계속하고, 다음 년도에 저학년 학생이 프로젝트를 이

어받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업체가 추구하는 아웃소싱 

연구소 형태의 운영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V. 요 약

캡스톤 설계 교과목은 학생들의 실무 프로젝트 향상을 위해서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개설되어 있다. 본 논문은 캡스톤 설계 교

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캡스톤 설계는 기업체의 외부 아웃소싱 연구소 형태로 운영되고 

기업체가 주제를 제시하며 당해 연도 4학년 학생들이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다음 해에는 3학년 학생들이 이어 받아 진행하게 

함으로써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운영한다. 이

를 토대로 기업체는 원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대

학교는 학생들에게 실무중심의 팀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함으로

서 기업체-대학교가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

는 운영시스템을 실제로 컴퓨터공학 계열학과에 적용하고, 교과

목 수강 학생과 참여 기업체의 멘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

행하고, 제안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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