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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고, 이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수업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수도권에 치한 S 학에서 2017학년도에 개발·운 된 세 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수업 참여 학생 92명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연구 상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기존 수업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실

무능력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한 참여 활동이 다양한 유형으로 확 되어 있었다. 둘째, 캡스톤디자

인 수업은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켰고, 수업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다. 한 기존의 일반  수업과 비교하여 

캡스톤디자인으로 수업이 설계되었을 때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캡

스톤디자인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 구성 방식  방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다. 한 학생들의 작품 개발 

 발표가 많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특성상 지필 시험에 따른 객 인 평가에 비해 주 인 평가가 개입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평가 차  평가방법에 한 기 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도 제안하 다.   

■ 중심어 :∣캡스톤디자인∣캡스톤디자인 수업 구성 방식∣핵심역량∣수업만족도∣
Abstract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apstone design on students’ competence and class 

satisfaction. Three subjects developed in S university were analyzed, and 92 students 

participated. Results show that the lesson structure of the capstone design was developed to 

provide students with problem solving competence and practical business skills through 

hands-on experience. In addition, the students’ competence was enhanced, and their satisfaction 

in class was very high.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the existing classes, class 

satisfaction in capstone design improved significantly. Considering the foregoing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for the capstone design, the lesson structure and method need to be 

diversifie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and become active. The 

assessment procedure and method also have to be more objective to lessen subjectivity and to 

increase class satisfaction in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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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요성이 두됨에 따라 학에

서는 많은 산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 을 

한 지원에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4차 산업 명

시 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해 국가‧

사회  수요에 합한 교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필

요한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교육은 학생 심교육, 실무인재

양성교육, 문제 심교육, 융합형 인재교육 등 사회  기

업에 바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가장 

합한 것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이라 할 수 있는데, 캡스

톤디자인은 학의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종

합 으로 용하여 실제 산업 장  사회가 필요로 하

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설계·기획·제작하는 과정이다. 

캡스톤디자인은 주로 공학계열의 3학년 는 4학년 

교과목으로 많은 학에서 종합설계라는 이름으로 개설

되어 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학분야가 아니

더라도 장 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목으

로 다학제간 융합분야 뿐만 아니라 의학  인문사회분

야까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캡스톤디자인은 주로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역량, 소통역량, 

문역량, 창의역량, 문제해결역량, 인성역량 등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젝트 심 교과목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용되고 있는 캡스톤디

자인 수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휘, 고 지, 김

상남(2016)은 캡스톤 간호연구 수업을 개발하여 간호학

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성취도  학습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 고[1], 김선주(2017)는 캡스톤디자인

을 활용한 구강보건교육 수업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공지식 이해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분

석하 다[2]. 스포츠분야에서도 창의성과 실무능력, 

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체육 학의 스포

츠 캡스톤디자인 수업모형 개발 연구[3]가 진행되었으

며, 외국어 공 학생의 실무능력 함양을 하여 작

문 수업모델의 개발에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4]. 이외에도 문헌정보학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 운 과 학습만족도 측정연구[5], 학제

간 융합 캡스톤디자인 교육 사례 연구[6-8] 등 캡스톤디

자인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단지 공학

계열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

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 그

리고 그 수업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지 수업의 성과만을 분석하는 것에

서 더 나아가 이들 성과가 수업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수업의 성과는 수업 구

성 방식과 하게 련된 것으로, 캡스톤디자인 수업

의 성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해

서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어떻게 구성하고 운 하여야 

하는지에 한 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

되었나? 둘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학생들의 역량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학생들의 수

업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정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지식기반사회, 제4차 산업

명시 로 사회가 격히 변화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결합하고 실천하

는 유연한 사고력과 창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필요에서 두되었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태식, , 

이동욱, 장병철(2009)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첫째, 캡스톤디자인은 기

존 학부 졸업논문의 목 을 확장하여 학생들이 학부과

정에서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실제 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체험하는 훈련과정이다. 둘째, 산업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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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산업 장 응역량을 갖춘 창의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해 기존 이론식 수업에서 교육하지 않았

던 다양한 문제해결방법과 의사결정  의사 달 방법

을 교육한다. 셋째, 공학  지식 배양뿐만 아니라 창의

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한 통합  해결능력을 배양하

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킨다. 넷째, 

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워크 역량

을 증 시킨다[9]. 

같은 맥락에서 서연화와 심 애(2016)는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여 실제 업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일들을 체험하는 훈련과정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 장 응역량을 갖춘 창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는 교과목으로 정의내리고 있다[10]. 오석희(2016) 역

시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창의  

인재양성이라는 목 과 더불어 산업 장의 합한 인재

양성을 한 교과목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캡스톤디자인의 과제는 비구조화되고 실제 인 과제로, 

기업 직무 환경과 유사한 로젝트나 과업의 문제해결

을 강조한다고 하 다[11]. 마찬가지로 김 주(2017)도 

공지식을 기 로 과제 기획, 수행, 분석 등의 과정을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  문제해결능력, 업능력, 실무 능력 등을 갖

춘 창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설계 교과목

이라고 정의하 다[12].

이 정의들을 종합하면 캡스톤디자인은 창의성과 융합, 

실천, 활동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교과목으로 재 공

학계열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체능계열로까지

구분 공학분야 디자인분야 경 분야

참여주체
대학, 산업체, 
산학교육

대학, 산업체, 
관공서, 산관학 

연계교육

대학, 산업체 
연계교육

핵심목표
실무중심형

교육

실무중심형
교육

융복합적 교육

실무중심교육
융복합적 교육 
확대 가능성

교육특성

학생교육과정
에서 원스톱 
방식, 실험과 

제작

기업, 기관 
실험과 
제작분리

기업 실험과 
제작 분리

주요 
성과

실무경험과 
실무지식 획득

실무경험 및 
지식재산 창출

실무경험 

(출처, 김미란 외(2014). p233)

표 1. 캡스톤디자인 전공분야별 특징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란, 서 인, 심우정, 김재

효, 양오석, 윤나경(2014)은 공분야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특징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 의하면 3개 분야로 나 어져 있으나 한양 학교의 

경우  공으로 확 되어 실시되고 있을 만큼 그 범

가 넓다고 하겠다[13]. 

2. 운영사례

앞서 언 하 듯이, 한양 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연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친산학연

계  개편을 꾀하고 있으며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의 

실 은 SCI  논문으로 인정할 만큼 강조하고 있다. 

재는 공 뿐만 아니라  학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기

울여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사회문제에 한 과제를 내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고 있다. 

성균 학교 기계공학부에서는 창의  공학설계 교

과목을 운 하기 해 학부 1, 2학년 과정에 기본소양교

육을 효과 으로 교육시키는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14]. 2010년에는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사회친환경

시스템의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다학제간 융합설계

교육을 실시하여 공학 설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회심

리  경  등의 다양한 을 융합하는 능력을 배양시

켰다[15].

고 선(2016)은 차 강조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의 활발한 운 을 해 공학설계 이수보장을 체계화하

는 제도 개선을 통해 차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운 , 

수행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워크

 운 까지의 사례 연구를 실시한 후 발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6].

서연화와 심 애(2016)는 국외 학과 연계한 로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국외 로벌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사례도 제시하고 있는데, 표 으로 

버지니아 공 와 펜 주립 , 라이스 , 퍼듀 학 등이 

다른 나라와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 진행과 

단기워크  병행을 통해 교과목을 운 하는 사례를 제

시하고 있다[10]. 

이처럼 국내·외에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공학계열

을 넘어서 타 계열로 확 되는 추세이며 그 유형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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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학생들이 을 이루어 문제해결을 하고 시제품

을 제작하는 융복합  형태에서 산학을 연계하거나 지

역사회와 연계, 는 로벌형으로 다양하게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성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연화와 심 애(2016)는 로벌 캡스톤디자

인을 통해 로벌 마인드와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교과목에 한 만족도 역시 4.07로 만족하는 수 임을 

밝히고 있다[10]. 문경자는 간호교육에 캡스톤 디자인을 

용한 결과 기본간호학 수업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시

작으로 지식- 구성-주제선정/분석-디자인/개발-모의

실험-평가/피드백의 과정으로 수행하 으며, 최종 결과

물로 욕창 방을 한 욕창 방양말(BBS: Bed Sore 

Socks)을 개발하 음을 밝히고 있다[16].

윤명한은 디자인개발을 해 선행되어야 하는 실험 

연구와 지식재산창출을 한 선행기술조사  실무능력 

향상을 해 문 지원기 과 산업체와 약을 바탕으

로 수업을 진행한 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

재산을 창출하여 학생들에게는 실무능력 향상의 계기

를, 기업에게는 디자인을 통한 기업역량강화의 계기를 

마련하 다고 하 다[17]. 

김선주(2017)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캡스톤

디자인 로그램을 용한 구강보건교육 수업에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체로 높았으며, 특히 

공지식 이해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분석하 다[2]. 외국어 공 학생의 

실무능력 함양을 하여 작문 수업모델의 개발에 캡

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용하여 문제해결능력  인

계능력 등에서 7개 역의 직업기 능력에서 정  

변화가 있었음을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4]. 이외

에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

하고 강의계획서  매뉴얼을 개발하여 필요요소와 수

행기 효과, 학습성과기  간의 정  상 계를 밝힌 

연구도 있다[5].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먼  3개의 교과목이 캡스톤디자인 수

업으로 설계되기 이 과 이후의 수업 구성 방식을 강의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을 심으로 비교 분석하 다. 그

리고 2017년 1학기에 개설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 수업 

3과목의 수강생을 상으로 각 교과에서 선정한 핵심역

량에 한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향상도를 측정하

다. 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변화를 살펴보기 해 

동일과목의 해당학기 강의평가와 이 학기 강의평가 결

과를 비교하고, 강의평가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았으

며 수업에 한 학생들의 개방형 평가내용을 통해 학생

들이 느끼는 성과를 살펴보았다.

2. 연구대상

공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에서의 캡스톤디자인 수

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 목 에 따라 본 연구의 

상은 2017학년도 1학기 경기도에 소재한 S 학교에서 

개설된 캡스톤디자인 교과수업  공학과 인문사회계열 

세 개 교과를 선정하 다. 먼  A교과는 3D 린 의 이

론, Modeling 실습, 3D 린  출력을 배울 수 있는 강좌

이며, B교과는 여가와 의 이론과 지역사회 심의 

여가  아이템 개발, 자료제작, 소개자료 업로드를 통

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직  참여를 통해 여가 의 

실제를 이해하는 수업이다. 마지막으로 C교과는 와인, 

티, 통주에 한 지식을 많은 외부 문가로부터 수업

을 듣고 티 블랜딩과 통주 칵테일의 원리를 배우며, 

실제 장에 가서 티 블랜딩과 칵테일 만드는 방법을 직

 배우는 수업이다. 이들 수업에 참여한 학생  사  

 사후 응답을 성실하게 수행한 92명의 데이터를 사용

하 다.

학생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50명(54.0%), 여학생

이 42명(46.0%)이고, 학년분포는 1학년 15명(16.3%), 2

학년 12명(13.0%), 3학년 36명(39.1%), 4학년 29명

(31.6%)으로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계열분포는 

인문사회 54명(58.7%), 공학계열 29명(31.5%), 체능 9

명(9.78%)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가장 많았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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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생들의 황은 [표 2]와 같다.

학생수 A교과 B교과 C교과 계

사전 28 23 41 92

사후 28 23 41 92

표 2.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별 응답 학생 현황

3. 분석도구

학생의 핵심역량 향상도 측정을 한 사 ‧사후 설문

도구는 S 학교의 핵심역량진단 도구의 문항을 발췌하

여 사용하 다. S 학교의 핵심역량진단 도구는 2016년 

1월에 문항개발연구가 완료되었으며 2016년 재학생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분석하여 당해 연도 5월에 

최종 도구를 확정하 다. S 학교의 핵심역량은 자기주

도역량, 소통역량, 창의역량, 로벌역량, 문역량, 인

성역량의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량별로 1개 는 

2개의 세부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상인 세 개 교과목별 핵심역량  측정을 

한 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핵심역량 세부역량
문항
수

A교과 B교과 C교과

자기주도
역량

적극성 15 ◉
자기계발 17

소통
역량

의사소통 17

팀워크 11

창의
역량

창의 18 ◉ ◉ ◉
문제해결 19

글로벌 
역량

글로벌 13

전문
역량

학습및학업
성취

13 ◉ ◉
인성
역량

성실성 11

시민의식 12

계 146

표 3. 캡스톤디자인 교과별 핵심역량 및 측정문항 수

와 같이 본 연구의 상 교과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자기주도역량과 창의역량, 문역량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S 학교의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

의 하 요인에 한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0.6이상으로 내  신뢰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 세부역량 세부요인 Cronbach’s α

자기주도 역량

적극성

주도성(5) .777

학습전략 활용의 
적극성(3)

.693

학업활동 참여의 
적극성(4)

.726

학교생활 참여의 
적극성(3)

.704

자기계발

자기이해(5) .875

목표의식(6) .881

진로역량계발(3) .702

진로탐색(3) .705

창의역량

창의

확산적 사고(5) .780

독창적 사고(5) .854

호기심(3) .774

개방성(5) .729

문제해결

문제 접근(7) .845

문제 회피(5) .782

합리적 대처(7) .801

전문역량
학습 및 
학업성취

학업적 효능감(5) .841

학습 동기(4) .707

학습 전략(4) .755

표 4. 역량별 세부요인의 문항 신뢰도

4. 분석방법

캡스톤디자인으로 설계된 3개 교과목의 수업 구성 방

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각 교과별로 설계 용 ․

후 강의계획서를 비교하 다. 한 캡스톤디자인 수업

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변화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수업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IV. 연구 분석 결과

1. 교과별 수업구성 방식

각 교과별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수업 구성 방식은 아

래 [표 5]와 같다. 이 표를 보면, A교과의 경우 이론과 

실습 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수업이 이론과 실습, 작품 

제작  발표의 세 가지 모듈로 확장하면서 학생들의 실

무 활동을 강조하기 한 실제 시제품 제작  평가가 

이루어지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 평가기 에서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수

업에서는 간과 기말이 지필시험으로 치러진 반면 캡

스톤디자인 수업에서는 작품 제작  발표 활동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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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에 한 평가가 기말 시험으로 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과 항목
수업 구성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A

수업
모듈

이론 강의(7주)
 - 3D 프린팅 이해
 - 3D 프린팅 산업 
실험/실습(6주)
 - Autodesk 123D 실

행하기
 - 3D 프린트로 출력

하기
시험(2주)

모듈 1 :이론 강의(5주)
 - 3D 프린팅 개요
 - 3D SW 및 3D 프린팅 산업 적

용 이해
모듈 2 :실험/실습(6주)
 - 3D Design 명령어 실습
 - 기본 작품 실습 (접시, 연필꽃

이 만들기)
 - 휴대폰 케이스 만들기,
모듈 3 :작품 제작 및 발표(4주)
 - 응용작품디자인 및 작품발표

성적
평가 
기준

중간시험 ( 30% )
기말시험 ( 40% )
과 제 물 ( 10% )
출    석 ( 20% )

중간시험(30%) :지필평가
기말시험(40%) :창작 작품 평가
과제물(10%) :실습발표 과제물
출석(20%) 

B

수업
모듈

팀 프로젝트를 위한 
팀구성
이론 수업 및 학생 발
표(14주)

모듈 1 :이론강의(3주)
 - 여가의 개념
모듈 2 :전문가특강+조별 분석(3
주)
 - 지역의 관광 현황파악
 - 여행사 인바운드 담당자 초청 

특강
모듈 3 :지역관광지 탐방(3주)
모듈 4 :작품 제작 및 발표(3주)
 - 기념품 제작
 - 화성시 우수 관광지 홍보 전

시회 개최

성적
평가
기준

중간시험 ( 30% )
기말시험 ( 50% )
과 제 물 ( 10% )
출    석 ( 10% )

기말시험(40%) :지필평가
과제물(40%) :프로젝트 기획력 
및 완성도, 발표능력
기타(10%) :수업 참여도
출석(10%)

C

수업
모듈

강의(2주)
 - 소믈리에의 역할
 - 와인과 음식조화의 
기본원칙 등
실습(8주)
 - 포도 테이스팅 등
현장학습(2번)
시험 및 오리엔테이션
(3주)

모듈 1 :이론강의(3주)
 - 음료학 기초 이론 
모듈 2 :와인 칵테일 개발(3주)
 - 학생 작품 개발 및 발표
모듈 3 :차(티)칵테일 개발(3주)
 - 학생 작품 개발 및 발표
모듈 4 :작품 제작 및 발표(3주)
 - 학생 작품 개발 및 발표
 - 개발 상품 상품화 및 판매 실

적을 통해 검증

성적
평가
기준

중간시험(30%) : 시험
점수
기말시험(30%) : 시험
점수
과 제 물 (20%)
출    석 (20%)

중간시험(40%) :시험점수
과제물(40%) :1차 15점, 2차 25점 
(작품 15, 판매 10)
출석(20%)

표 5. 각 교과별 수업구성 방식

인문사회계열인 B교과의 경우도 교수의 이론 수업과 

해당 주제에 한 학생들의 발표가 학기 내내 이루어지

던 기존 수업에서 교수의 이론 강의 외에 문가 특강과 

학생 조사 발표, 지역 지 탐방  학생 시제품 제작

과 발표 등이 진행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 구성되

었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을 이  실제 작품을 제작

하고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는 실무 련 활동

이 매우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성 평가

기  역시 기존의 지필시험으로 치러지던 기말 시험이 

과제물 제작과 발표 능력 시험으로 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인 C교과 역시 와인과 차를 

테스 하는 단순한 실습 주의 기존 수업이 학생들의 

실무활동을 강화하기 하여 직  학생들이 와인과 차 

칵테일을 개발하고 발표하여 최종 으로 문가들의 검

증을 받는 캡스톤디자인 수업 모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성 평가 역시 지필 시험으로 치러

지던 기말 시험이 과제물  매 실 의 학생 활동으로 

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역량 분석

각 교과별 수강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수업 과 후의 역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A교과에서 함양하고자 한 문역량은 사

조사 평균이 3.2354, 사후조사 평균이 3.3955, t값 –1.50

으로 향상되었고, 창의역량은 사 조사 평균이 3.2485, 

사후조사 평균이 3.4225, t값 –1.50으로 향상되었다. 그

러나 두 역량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B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자기주도역량은 사 조

사 평균이 3.2589, 사후조사 평균이 3.6958, t값은 –

2.113(p<.05), 창의역량은 사 조사 평균이 3.4818, 사후

조사 평균이 3.6715, t값은 –1.282(p>.05)로 역량의 평균

값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자기주도역량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도를 나타냈다. 셋째, C교과에서 목표로 하

는 문역량은 사 조사 평균이 3.2773, 사후조사 평균

이 3.4246, t값은 –1.867(p>.05), 창의역량은 사 조사 

평균이 3.3765, 사후조사 평균이 3.5137, t값은 –

1.053(p>.05)로 역량의 평균은 향상되었으나 통계 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세 개 교과 모두 유의

한 값은 아니었으나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B교

과의 자기주도역량은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역량의 변화는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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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B교과를 수강한 학생들은 수업에 

한 성찰에서 “나도 주도 으로 상품개발이나 사이트를 

개발하고 싶어졌다.”, “내가 만든 자료가 SNS에서 공유

된다는 것이 신났다.”, “여행개발자나 문화콘텐츠를 제

작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 등의 자기주도  학습에 

한 만족과 스스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C교과의 수강학생들은 

“기 이론 지식과 칵테일 개발 실무지식을 같이 배울 수 

있었다.”, “ 문가만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어 

무 좋았다.” 등의 문역량 향상에 한 만족감과 “자신

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다시 제품을 마

기법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직  매까지 하는 매우 의

미 있는 수업이었다.”와 같은 창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A교과 평균 N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전문역량(사전) 3.24 28 .357
-1.492 .147

전문역량(사후) 3.40 28 .394

창의역량(사전) 3.25 28 .402
-1.476 .152

창의역량(사후) 3.42 28 .375

B교과 평균 N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자기주도역량(사전) 3.26 23 .592
-2.113* .046

자기주도역량(사후) 3.70 23 .690

창의역량(사전) 3.48 23 .398
-1.282 .213

창의역량(사후) 3.67 23 .536

* p<.05

C교과 평균 N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전문역량(사전) 3.28 41 .313
-1.867 .069

전문역량(사후) 3.43 41 .365

창의역량(사전) 3.38 41 .365
-1.503 .141

창의역량(사후) 3.51 41 .425

표 6. 교과목별 핵심역량 변화 분석 결과

3. 수업 만족도 분석

3.1 캡스톤디자인 교과별 수업만족도

문항구분
문항
번호

설문내용 A교과 B교과 C교과

강의구성 
및 진행

1 ① 수업목표의 분명한 제시. 4.08 4.16 4.20 

2 ② 수업내용의 체계적 구성 4.00 4.00 4.20 

3
③ 강의준비의 충실/성의있

는 강의
4.19 3.96 4.15 

4
④ 철저한 수업 관리(휴강후 

보강, 출석관리 등)
4.12 3.88 4.08 

5
⑤ 적절한 교수법 및 자료 활

용
4.15 4.04 4.18 

6
⑥ 교재와 수업매의 효과적 

활용
4.19 4.16 4.15 

4.12 4.03 4.16

학생과의 
상호작용

7
① 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문

의사항에 성의있는 답
4.00 4.24 4.10 

8
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배려
4.08 4.08 4.03 

4.04 4.16 4.07

평가

9
① 시험과 과제가 수업내용

을 이해하는데 도움
4.00 4.04 3.98 

10
②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이 

공정
4.12 3.92 3.90 

4.06 3.98 3.94

수업성과
11

①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의 
지식과 학습의욕 증대

3.96 4.04 4.10 

3.96 4.04 4.10

만족도
12

① 전체적으로 이 수업은 만
족

4.00 4.12 4.03 

4.00 4.12 4.03

수업방식

13
①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개

념 간 연관성을 명확하게 
설명

4.04 4.08 3.93 

14
② 수업 중에 들어준 예들이 

강의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

4.12 4.12 4.00 

15
③ 학생들의 강의내용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적절하
게 유도

4.19 3.96 4.03 

4.12 4.05 3.99

종합 4.08 4.05 4.07 

표 7. 캡스톤디자인 교과별 수업만족도

[표 7]에 나타난 세 교과에 한 해당학기 강의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의 수강만족도를 살펴보면, 만 기  

5.0  A교과는 4.08, B교과는 4.05, C교과는 4.07로 반

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교과별 평가요

소에 한 만족도를 자세히 보면 A교과는 강의구성  

진행 만족도 4.12, 학생과의 상호작용 만족도 4.04, 평가

에 한 만족도 4.06, 수업성과 만족도 3.96, 수업방식에 

한 만족도 4.12, 반 인 만족도 4.00으로 강의구성 

 진행과 수업방식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수업성

과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조  낮게 나타났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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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는 강의구성  진행 만족도 4.03, 학생과의 상호작

용 만족도 4.16, 평가에 한 만족도 3.98, 수업성과 만족

도 4.04, 수업방식에 한 만족도 4.05, 반 인 만족도 

4.12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평가에 한 만족도가 조  낮게 나타났다. C교과는 강

의구성  진행 만족도 4.16, 학생과의 상호작용 만족도 

4.07, 평가에 한 만족도 3.94, 수업성과 만족도 4.10, 수

업방식에 한 만족도 3.99, 반 인 만족도 4.03으로 

강의구성  진행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평가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강의평

가의 개방형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과별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교과의 수강

생들은 “실질 이고 직업에 해 큰 생각을 갖게 된 과

목”, “실기와 학교 로그램 연계”, “새로운 분야에 한 

심을 갖고 더 깊게 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응답을 

하 고, B교과의 수강생들은 “ 장학습을 나갈 수 있어

서 좋았다.” “조  힘들었지만 그만큼 결과가 나온 것에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캡스톤디자인으로 인하여 직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내용이 풍

부해서 좋았다”고 응답하 다. C교과의 수강생들은 “학

생참여 체험형식.”, “이론과 실기의 종합”, “ 문가들의 

강의  실습이 이해하기 쉬웠다”, “실습으로 완 히 지

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어려운 에 한 의견도 있었는데 “아이디어 경진

회의 어려움(조별과제)”, “ 학년 학생들을 좀 더 배려”, 

“ 의 어려움”, “채 기 이 좀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정했으면 좋겠고”, “뚜렷한 목표제시  체계 인 수업

진행과정 공지 미흡” 등 로젝트 수업에서 나타나는 

업의 불균형 문제와 평가기 의 불공정성에 한 문

제를 지 하 다.

3.2 이전학기 수업만족도와의 비교

교과목별 수업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기 해 2016년 2

학기와 2017년 1학기의 강의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A교과 평균 N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2016년 2학기 4.10 25 .121
.429 .671

2017년 1학기 4.08 26 .079

B교과 평균 N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2016년 2학기 3.89 28 .109
-4.544* .000

2017년 1학기 4.05 25 .099

* p<.05

C교과 평균 N 표 편차 t
 유의확률
(양쪽)

2016년 2학기 3.48 27 .110
-15.551* .000

2017년 1학기 4.07 40 .095

* p<.05

표 8. 교과목별 수업만족도 변화 분석 결과

A교과의 직 학기 평균은 4.0987, 해당학기 평균은 

4.0827, t값 0.429로 0.01 이 낮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B교과는 직 학기 평균이 3.8807, 해당

학기는 4.0533, t값 –4.544(p<.05)로 학기에 비해 만족

도가 상승하 으며, 특히 C교과는 직 학기 평균 

3.4840, 해당학기 4.0707, t값 –15.551(p<.05)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 으며, B와 C 교과의 만족도는 통계 으

로도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캡스톤디자

인이 공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수업에서 실제 어떻

게 구성되고, 이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변

화되었는지, 그리고 수업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

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연구 상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공학과 인문사

회계열 모두, 기존 수업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작품 제작

과 발표, 평가 등과 같이 학생들의 실무능력향상  문

제해결능력 향상을 한 참여 활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와 실습과 같은 기본

인 수업 방식에 장 탐방, 문가 특강, 학생 작품 제

작  발표, 평가가 설계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성 평

가기 도 지필 시험이 아닌 작품 평가나 발표 능력, 기

획력 등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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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켰

음을 알 수 있다. 즉 세 교과 모두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

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B교과에서는 자기주도역량이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상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한 만족도 역시 세 

교과 모두 매우 높았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요

소는 강의구성  진행과 수업방식, 학생과의 상호작용

에 한 만족도이고, 평가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낮았다. 한 이 학기와 비교하여 수업만족도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B교과와 C교과에서 수업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논의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자기주도  참여와 소통, 

업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수 있다. 이는 김인 (2017), 김은휘외

(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 캡스톤디자인이 문제해결능

력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1][4][12]. 이러한 역량 향상은 수업구성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를 들어 B교과에서의 학

생역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이유는 수업 

모듈이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 학생들이 실무와 련

된 활동에 직  참여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평가받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캡스톤디자인 수업

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학생들의 역량

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 이고 구체 인 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수업구성 방식에 한 고려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향상시켜 보다 극 이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서연화와 심 애(2016)의 연구

와 김선주(2017)의 연구 등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2][10]. 

셋째, 수업만족도의 변화 결과를 보면 B교과와 C교과

에서 유의한 향상 정도를 보 고 A교과에서는 그 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수업구성 방식에서의 차이에서 찾

아볼 수 있었다. 즉 A교과에서도 이론과 실습 이외에 작

품 제작과 발표가 있었으나 이론과 실습의 비율보다 훨

씬 었으며 다른 두 교과와 비교하여 수업 모듈면에서

도 다양하지 못했고, 상 으로 은 학생 참여 활동이 

수업만족도에 향을 주었음을 측해볼 수 있겠다. 이 

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교

수 주도와 학생 주도의 수업 비율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학생 주도의 수업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평가에 한 수

가 상 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의 

작품 개발  발표가 많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특성상 

주 인 평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에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평가 차  

평가방법에 한 기 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평가를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학년에서의 캡스톤디자

인 교과목의 활성화를 해, 공학과 인문사회계열 수업

에서 어떻게 운 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

리고 그러한 성과를 나타내기 해서는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

로 단일 학교의 몇몇 특정 교과목을 상으로 했다는 

에서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다른 학교와의 업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에 용

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한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확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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