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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국내외 STEAM 교육의 현황·동향 및 사례분
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과제로서 설계될 오픈소스 기반의 니팅기를 활용한 STEAM 교육의 기대효과와 시사점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국내외 오픈소스를 활용한 
STEAM 교육의 현황·동향을 파악 후,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픈소스를 활용한 STEAM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흥미유발과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창의적 사고 배양을 목적으로
교육이 설계되며,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오픈소스를
통하여 제작한 니팅기를 활용하였을 때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향후에 설계될 STEAM 교육에 대한 설계 방향 및 의의
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 오픈소스, 니팅기, 융합인재교육, 사례분석,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xpected effects and implications of STEAM education 
using open source-based knitwear to be designed as an open source task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trends and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STEAM education using open source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As a research method, the theoretical examin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STEAM education using open source at 
home and abroad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social interest in STEAM education 
using open source was confirmed to be increasing, and the education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interest,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e thinking development, a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ducation were visible.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e expected effects of using an 
open source made knitter are presented and the design dire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STEAM 
training to be designed in the future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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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기술의 융·복합에 대한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창
의적 기술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요구 및 교육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종적 지식의 습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술의 횡적 연
계에 대한 관점이 중요시됨을 의미한다. 즉, 미래사회는 
타 학문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적
으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며, 창조적 미래사
회로 변화 속에서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창의
성과 융합적 역량을 지닌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과학기술 소양을 
갖춘 인력 양성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과학·기술·예
술 융합(STEAM)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국
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STEAM교육의 수업모델 연구, 
교육과정에 STEAM 개념 반영을 위한 현장 시범 적용, 
학교 급별, 유형별 다양한 융합인재교육 콘텐츠를 개발, 
STEAM교육 기반 인프라인 미래형 과학교실을 구축·운
영 하고 있다[2].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과 수학의 학습 성
취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
지만 이와 반대로 학생들의 흥미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흥미도가 성취도에 비해 굉장
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OECD에서 발표한 융
합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중 하나인 ‘여러 도구를 상호작
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활용, 
다양한 소통도구 활용,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량 재고에 대한 한 대응으로 오픈
소스를 활용한 STEAM 교육이 유효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픈소스는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이용 및 응용이 
가능하므로, STEAM 교육에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
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STEAM 교
육의 국내외 동향 및 현황과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오픈소스를 통하여 제작한 니팅기를 활용하였을 때 기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할 STEAM 교육 설계에 있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STEAM 교육과 오픈소스의 개요

2.1 STEAM 교육
STEAM의 핵심 키워드로 한국과학창의재단(2012)는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로 창조적 미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기 위하여 STEM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TEM 교육이란 S(과학), T(기술), E(공학), M(수학) 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STEM에 A(인문·사회·예술)를 
추가하여 STEAM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학
기술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기반을 통하여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이라
고 정의한다. 과학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 뼈대
를 만들고 공학·기술·인문·예술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되
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로 창의적인 설
계를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문제해결력
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적 문제해결은 하나의 특
정 분야의 지식보다는 다수 분야에 대한 복학적 관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은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학문의 
지식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설계되는 STEAM 교육에서 발생
하는 융합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4]. 한국
과학 창의 재단에서 발표한 STEAM 교육의 세 가지 중점
사항을 보면 Fig. 1과 같다.

Fig. 1. STEAM Training criteria framework 

2.2 STEAM 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동향
미래 사회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 또는 전문지식만이 

아닌 여러 학문과 감성 창의성을 갖춘 융합적 인재를 필
요로 한다.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11년 융합
인재교육을 도입하였다. 현재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치중
되어 있는 STEAM 교육이 고등교육에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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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대학들은 융합전공과학기술과 예술·인문사회·
경영·디자인·공학 등의 분야들의 융합을 적극 장려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2월 과학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국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국정
과제로 발표하였고, 초·중등 STEM 교육의 강화를 중점 
대책으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STEM 2026’을 모토로 과
학 기관과 교육부를 포함한 13개 기관이 유치원부터 대
학, 산업에 이르기까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
축하는 추세이다[5,6].

2.3 오픈소스(Open Source)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코

드를 보고 이용, 수정, 재배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7]. 저작권은 제작사의 소유물이고 사용자는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만 획득하지만 오픈소스는 누구나 사용
이 가능하다[8]. 오픈소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소
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 코드를 읽고, 수정할 수 있
으며, 수정된 코드를 재배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9]. 오픈소스 비영리조직인 Open Source 
Initiative(OSI)에 따르면, 오픈소스는 자유로운 재배포, 
소스코드 공개, 파생된 소스코드 이용 허용, 완전한 소스
코드 공개,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분야
에 대한 제한 금지, 라이센스의 배포, 라이센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다른 라이센스의 포괄적 수용 등의 10가지 
특징이 있다[10]. 이러한 오픈소스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Strength Comparison 
contents Weaknesses

Free installation, 
patent rights Cost

Maintenance, hiring a 
profess

ional cost risk 

Upgradeable, lo
ng term access User

Developer oriente
d, realiance on 

professional

Improved secur
ity, error correc

tion quickly
Functional

Lack of unity&
consistency, mo

nopoly 

Shareable, free t
echnical support Community Lack of official technical 

support

Table 1. Open source strength and weaknesses comparison

2.4 니팅기(Knitting Machine)
니팅기란 실로 뜨개질한 것과 같은 직물을 방직하는 

기계를 지칭한다. 최근 니팅기는 디지털 디자인 기술들과 
접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옷을 자동화하여 짤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니팅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지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직접 의류제작을 할 수 
있는 니팅기가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Fig. 2
와 같은 2013년 Gerard Rubio가 제작한 오픈소스 기
반 오픈니트(OpenKnit)가 있다. 오픈니트는 80만원  이
하의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원재료인 털실을 재료
로 사용하여 스웨터를 만드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층층이 적층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털실을 지그재그로 
엮어서 옷을 제작하며, 사용자는 3D 프로그램으로 디자
인한 파일을 니팅기에 전송하고 원하는 색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옷의 스타일과 사이즈도 다양하게 조정이 가
능하다. 옷의 앞, 뒤 양쪽 면을 모두 동시에 제조하기 때
문에 사용자는 니팅기에서 나온 옷을 후 가공 없이 바로 
입어 볼 수 있다[11].

Fig. 2. OpenKnit Knitting machine

3. 사례 분석 및 결과

3.1 사례 및 분석
3.1.1 분석방법 및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에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와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국내외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오픈소스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2000년대 이후의 초·중등의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하였다. 

3.1.2 삼방초등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5년 삼방초등학교 4,5,6학년

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던 사례가 있다. 교육을 위한 워크북에 의
하면, 첫째로 오픈소스 기반 웹 소프트웨어인 ‘Tinkercad’
의 이해를 통해 도구와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본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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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워크북에 제시한 따라하기를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
을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세 번째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 사고 기법을 학습하
고 연습한다. 네 번째로 3D 프린터에 적용 가능한 발명 
기법을 학습한다. 다섯 번째로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키
우기 위하여 SCAMPER 사고 기법을 연습한다. 여섯 번
째로 실생활에 불편했던 것을 디자인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활용한다[12]. 본 프로그램은 사례·활
동 중심 STEAM 교육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실생활 적용과 융합적 사고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하
지만 3D 프린터 활용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연구과제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3 서울금융고등학교
STEAM 교육 교사연구회의는 2011년 서울금융고등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과 내용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학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그중 하나인 ‘화폐 속의 과학기술’은 화폐에 
있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의 원리를 응용하여 화
폐의 제작, 수학의 규칙성, 화폐 안의 문화유산 대한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은 파워포인트, 동영상 편집기, 그래픽도
구 등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STEAM 교
육 적용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만족적이고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인성이 배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3.1.4 신현여자중학교
2014년 신현여자중학교에서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아

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STEAM 교육사례가 있다. 아
두이노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관련하여 다
양한 결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LED, 스피
커, 로봇 등을 활용하여 아두이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명령어를 습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
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고 STEAM 활동에 긍정적
인 인식이 생겼으며, 특히 협동과 배려에 많은 효과가 있
다고 인식하였다[14].

3.1.5 Quest To Learn School
Quest to learn school은 6-12학년을 위한 혁신학

교로 2009년 오픈 하였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
는 게임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활동 중심 교육과정이 특
징이다. 탐구기반의 복잡한 문제공간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해
결하고 다음 단계로의 전개과정을 거쳐 협동학습을 한다. 
학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한다. 다양
한 도구와 첨단기술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이끌고 있다. 
모션캡처 카메라와 디지털 프로젝터가 설치된 Small lab 
방에서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직접 만든다. Social network
를 통한 학생 중심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고, 여름 캠
프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 프로그램
을 제공하며,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통하여 학생 스스
로가 문제해결을 통해 자립심과 독립심을 배양한다[15].

3.1.6 South River High School
미국의 사우스리버 고등학교는 전국단위 STEAM 교

육 연구학교 공모에서 우수고교로 선정된 2개의 학교 중 
하나다. 흥미로운 프로젝트 기반으로 기술이 풍부한 환경
에서 현실과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의 특징 중 하나인 우주항공 실습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상위학교 진학을 연계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있다. 실제 비행기의 모양에 따른 강도를 알아보고, 다양
한 비행기 모형을 오픈소스 기반 3D 프린터를 통하여 제
작한다. 제작한 모형을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 공개발표
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하여 마무리한다. 본 프로그램은 
상위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취업까지 고려하여 이루어
져 있다[16]. 학생들의 사고가 단지 교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생활에 직접 적용을 통하여 상위학교 진학과 지
역사회에 기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취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7 Colorado TSA, KnitLab project
콜로라도 TSA(Technical Student Association)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TEAM) 분야에서 개인의 
성장과 리더십 및 기회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이다. 2018년 미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KnitLab 이라
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는데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는 
뜨개질과 편직 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수학과 과학
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작업 할 
패턴을 부여받고 일련의 제약 조건을 만들어 뜨개질과 
오픈소스 기반 편직기를 활용하여 해결과정을 통하여 곱
셈 사고, 비율, 추정 등을 습득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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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디자인하고 편직기를 사용해봄으로써 기술, 공학, 예
술의 사고도 함께 습득한다[17].

3.2 사례 분석 결과
지금까지 알아본 사례와 같이 국내외에서 융복합 교육

의 대안으로 STEAM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를 활용한 STEAM 교육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중등교육을 시작으로 고등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교육기관 주도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함하고 있었다. 단, 오픈소스 기반의 니팅
기를 활용한 STEAM 교육사례는 국내외 모두 확인되지 
않았으나, 뜨개질 편직기의 활용이 해외에서 소수 확인되
었다. 대부분은 컴퓨터를 통한 소프웨어 형식의 오픈소스
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구성되었고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기주도적학습 능력과 창의적 사
고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상
위학교와의 연계나 취업과의 연계가 돋보였다. 위의 사례
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Analysis Contents

Sambang 
elementary school

It uses the open source web bas
ed Tinkercad to inspire students and form 
convergence thinking.

Seoul finance high 
school 

Through exploration activities, stu
dents use open source software to solve 
their own problems.

Shin Hyun Girls' 
Middle School

It presents creative work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aduino. It gave rise to a 
positive attitude toward science.

Quest to learn 
school

Focusing on math and science s
ubjects, the center focuses on pr
oblem-solving learning through co
mputer software utilization, experi
ment experience, and cooperative learning.

South river 
high school

Classes are conducted using ope
n source-based 3D printers. It ca
n contribute to high school and c
ommunity, and is linked to emplo
yment.

KnitLab project Uses knitting machines to form 
mathematical thoughts.

Table 2. Case Analysis result

3.3 니팅기의 활용
앞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픈소스를 통하여 제작한 

니팅기를 STEAM 교육에 활용하였을 때 올 수 있는 긍정
적인 측면은 첫째, ‘니팅기’ 라는 오픈소스를 통하여 제작

한 새로운 표현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 불러일
으켜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생들의 참여하에 직
접 디자인하고 패턴을 만들어 제작한 결과물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함으로써 STEAM 
교육이 학습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생활에 직접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생
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상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니팅기를 통하여 패턴을 제작하
고 의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
럽게 학습에 대한 실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
들의 흥미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의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STEAM 교육의 국내외 
동향 및 현황과 사례조사를 하고, 오픈소스를 통하여 제
작한 니팅기를 활용하였을 때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을 통하여 미래의 STEAM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시사점
을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오픈소스의 보급과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요도 또한 확대되었
으며, 동시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STEAM 교육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를 교육이 시사하는 바는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구성한다는 
점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집중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사점을 바탕
으로 니팅기를 활용한 창의교육을 설계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도출하고 적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창의
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결과
물을 기대할 수 있고 학습에 있어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
은 니팅기는 다양한 STEAM 교육 활용에 대한 적절한 대
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TEAM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를 통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교육의 의의 및 유효성을 확
인하고 향후 진행될 오픈소스형 니팅기를 활용한 교육 
설계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의 연구과
제로는 니팅기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별과 연령대와 같은 
학습자 범위를 세분화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더욱 실
효성 있는 STEAM 교육의 설계연구를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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