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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캡스톤 디자인은 공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캡스톤 디자인은 기

존의 전통적인 교과목과는 다른 형식을 가진 교육 형태로서, 교육과정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종합적

으로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 향상과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교과 내용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신 능동적인 형태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캠퍼스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캡

스톤디자인 만족도 평가 모델을 통해, 향후 효과적 캡스톤 디자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Capstone design,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in engineering education. The

Capstone Design a course with a different format from the traditional form of education and, by integrating

the training learned in the course of expertise. Through it, you will learn how to analyze and design

solutions to possible problems arising from industry. It can improve the practical skills required in the

industry. The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educational process according to the pre-prepared curriculum,

rather than passively receiving the education in the form of an active.

In this paper, we check the operating status for the Capstone Design Education. The future, through the

satisfaction evaluation model 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effective management plan is presented.

키워드

캡스톤 디자인, 창의적 공학설계, 만족도 평가모델

Ⅰ. 서 론

최근 사회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전문화

시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추세에 따라 선진 외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의 거의 대다수 기업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

구에 적응하고자 과감하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

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기

초학문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여러 분야의 지식

을 종합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공학지식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창의적 설계 능력

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된다. 
이에 최근 우리 공과대학은 이러한 기존 공학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 개선하고자 많은 대학에서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창의적 공학 설

계, 종합설계) 교육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캡스톤디자인의 만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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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atisfaction Index)[1-3] 측정하여 보다 향상

된 학생 캡스톤디자인 교과과정 운영전략을 수립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설계 및 방법

2.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만족도 조사에서는 2012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참여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캡스

톤 디자인에 대한 체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

년 1월 16일까지 웹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수행과

정, 수업방식, 학습성과 등 3가지 분류로 나누어

총 21개 문항을 핵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 105부를 분석하여 캡스톤 디

자인의 만족도 데이터를 통해 만족지수를 산출하

고 산출된 만족지수를 활용하여 캡스톤 디자인

형태별 만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차 원 비 고

수
행
과
정

역할분담 팀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

규칙성 팀 미팅시간 규적적

참여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

의사소통 팀원 간 의사소통 원할

협동성 팀원 간 토론을 바탕으로 한 협동

흥미도 이론식 수업에 비해 흥미

성과 팀의 성과

수
업
방
식

수업방식 수업방식에 만족

진로 졸업 후 진로에 도움

수업흥미도 이론식 수업에 비해 흥미

이해도 전공지식 이해

전공흥미도 전공에 대한 흥미

학
습
성
과

문제파악 전공적인 문제 파악 능력

이론적용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

실험계획 분석능력 및 실험계획 능력

실험설계 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 능력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도구사용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사용 능력

이론실무차이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 대한 이해

성과이해 성과물 필요성과 내용 이해

위기관리 시간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향상

표 1. 캡스톤디자인 만족지수 구성차원

2.2 산출방법

캡스톤디자인 만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가중

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가중치를 활용

하는 방법 중에서도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가중치

를 산출하였으며, 만족지수의 산출은 캡스톤디자

인 만족의 분류구성차원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한 결과를 통해 종합만족지수를 산출하였다[4,5].
종합만족지수는 가중치가 부여된 각 분류구성

차원 만족도의 합계점수를 평균한 만족도의 점수

를 말하며, 종합고객만족지수의 산출은 아래의 식

과 같이 계산하였다.
 

  



 ×
 종합만족지수  분류구성별만족지수
 분류구성별가중치  분류구성수
단

  



  

식(1)

분류구성별 만족지수는 아래의 식과 같은 방법

으로 계산되었다.
  ×

  



 ×
 분류구성별만족지수  차원별만족지수
 차원별가중치  평가차원수
단

  



  

식(2)

2.3 만족지수 측정

본 연구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 만족지수 모

델을 사용하여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만족지수를

산출하였다.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한 전체학생의

종합만족지수와 캡스톤 디자인 수행과정, 캡스톤

디자인 수업방식, 캡스톤 디자인 학습성과에 대한

만족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분류구성에 대

한 차원별 만족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 학
과, 참여형태, 팀별구성인원, 주제 선정방법에 따

른 표본별 만족지수를 산출하였다.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참여학생들의 종합만족지

수는 88.21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분류

구성별 만족도인 수행과정 만족도, 수업방식 만족

도, 학습성과 대한 만족도 역시 각각 90.64, 
86.53, 87.10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필

요로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형태별 만족도는 성별, 학
과, 참여형태, 팀별구성인원, 주제선정방법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해 분석되었고 검증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28은 수행과정, 수업

방식, 학습성과, 종합 만족도에 대한 구성차원에

대한 ANOVA 검증결과로 각 분류차원에 대한 유

의수준 p≤.05 내에서 유의한 차이 유무를 정리한

것이다. 종합만족도는 성별, 주제선정방법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고 수행과정 만족도는 팀별 구성

인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식 만족도는 성별, 학과, 참여형태, 주제 선

정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성과는 학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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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재대학교 BINT 융합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에 참여한 학과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 모델을 통해 캡스톤

디자인 참여학생의 현황 및 만족지수(USI)를 산출

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수행과정, 수업방식, 
학습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효과적 캡스톤 디자인 교육 방법 개발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캡스톤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

았고 캡스톤 디자인 교육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을 분석, 제시하였으며 이런한 일련의 과정을 종

합하여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실태

및 학습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캡

스톤 디자인 교육과정 실태분석을 실시 하였다.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방

식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전공에 대한 흥미

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수업방식과 차별화된 수업방식이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의 운영이 이론 2시간, 실습 4시
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학기만 진행해온 점에

비춰보면 2학기에서는 실습 6시간으로 캡스톤 디

자인의 수업진행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이

론식 수업(일반강의)방식에서 차이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한 학생들 의견은 대체로

수업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고 캡스톤 디자인 수행과정에 대한 참여도와

팀원 간 토론을 바탕으로 한 협동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팀원 간 적극적 참여로 캡스톤 디

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

업 방식에서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하고

학습성과에서 학과별 전공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나 이에 대한 학과별 전공기초 능력을 먼저 요

구된다.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 제도적 목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산업체, 학생

및 대학에서 상호 보완과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

체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에게는 캡스톤 디

자인 수업이 미래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선행 조

건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학습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문제

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학과의

캡스톤 디자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

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 역시 내포하

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도출을

단시간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만

족지수 측정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의 개선과

추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캡스톤 디

자인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으

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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