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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까지 메이커 교육의 흐름은 3D 스캐너, 3D 프린터, 피지컬 컴퓨팅 도구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메이커 프로그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 반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즉시 다양한 형상으로 구현하여 직접 손으
로 만들 수 있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 교과를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준비 단계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학습단원과 내용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자료 타당도 및 창의융합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선정하였다. 실행 단계에
서는 교수-학습 자료와 창의융합 역량 평가도구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단계에서는 창의융합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에게 
창의융합 역량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소통과 협업능력, 타 분야에 대한 지식, 
인본주의 요인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창의융합 역량, 메이커 교육, 시멘트, 거푸집, 교수-학습자료

Abstract  The trend of maker educ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program using digital devices, but 
maker education programs that can make students' creative ideas instantly in various shapes and make 
them by hand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aker education program using 
cement and molds and analyzed Effect on the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of students. In the 
preparation stage, educational use cases about cement and molds and the study objects and contents 
were ex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n the development stage, teaching-learning materials 
were developed and validity and evaluation tools to measure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were 
selecte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expert validity test on the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convergence ability test for creativity was evaluated, In the evaluation stage, the effects of the whole 
area and sub-area of the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was analysed. As a result of the t-test for 
the whole area of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the students who took the maker education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change. The test results on the teaching-learning materials showed a 
positive response to the communication, cooperation ability, knowledge and humanism.
Key Words :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Maker Education, Cement, Mold, Teaching-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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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점차 창의적 아이
디어, 지식의 융합, 통합적 문제 해결력 등에 대한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주요 선
진국에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 나
가는 메이커 문화(Maker Culture)를 확산하기 위해 메
이커 교육(Maker Education)과 창의융합 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 교육청도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17년 11월 메이커 교육 중
장기(18∼22년)발전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부터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메이커 교육과 창의융
합 교육을 공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으로 인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
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술 교과
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노작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활
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고 정의하였다[2]. 함진호 등[1]은 메이커 교육
의 가장 큰 특징을 협력·공유 기반의 창의융합 교육이라 
하였으며, 황중원 등[3]은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가 다양
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설계 및 제작하고 
제작과정을 포함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기
술 교과와 메이커 교육 모두 공통적으로 실천적이고 창
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메이커 교육
은 기술 교과에 매우 적합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기술 교과에 적합하고 실천적이
고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에 중점을 둔 메이커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메이커 교육의 확장
을 위해 3D 프린팅, 3D 스캐너, 3D 펜, 피지컬 컴퓨팅 
도구 등 디지털 인프라 환경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국내·외 메이커 교육은 학
생들의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4-7]. 이와 같이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
는 만들기 활동은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제품 제작이 가
능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 디지털 기기에 대한 새
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첨단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까지 상당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 만들기 과정에서 교사가 3차

원 형상 모델링과 3D 프린팅 과정을 대신해주거나, 전문 
업체에 제작을 위탁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학생 스스로 만들기 활동을 강조하는 메이
커 교육의 취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즉시 다양한 형상으로 구현하여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손으로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실행하고 창의융합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영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
램 수업 실행 후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에 유
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1.3 용어의 정의
류대성[8]은 창의융합 역량이란 창의적 능력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융합 
역량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로운 
결과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
한 것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역량을 의미한
다[8].

2. 이론적 배경
2.1 메이커 교육의 의의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은 2005년에 창간된 
메이크 매거진(Make-Magazine)에서 처음 불리게 된 
이래,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메
이커 운동(Maker Movement)은 새로운 기술이나 디지
털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만들
어 내는 특징이 있다. 2012년 미국에서는 교육혁신 운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메이킹(Making)을 학교 교육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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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
은 2014년 6월 18일 ‘메이커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구나 
제품을 설계, 제작, 및 제조할 수 있는 메이커로서의 역량
을 길러주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설립과 메이커 교육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Blikstein[9]은 메이커 교육이란 학습자가 다양한 도
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설계 및 제작하고 제작
과정을 포함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공유와 소통
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Blikstein & 
Worsley [10]는 메이커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
이 메이커 활동 중에 실패로 인한 좌절하는 상황이 오더
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도해 나가는 지속성을 길러주
기 위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이자 멘토가 되어 학
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
록 격려하고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황중원 등[3]은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로 만들
기(Making)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하는 실패를 차라리 기
회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키
우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차
원에서의 교육적 효과로 지속적인 나눔, 공유 및 소통의 
역량 함양을 제시하였다. 메이커 활동에서는 학생들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학생들 사이에서는 개
별적으로 만들기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다른 학생
들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학생들 간에 도구
나 재료를 서로 지원하거나 결과물에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서로간의 적극적인 지원과정을 활동이 나타난다는 것
이다. 메이커 교육은 결과물 및 그 과정에 대한 나눔, 공
유, 소통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들의 사회적 참
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2 메이커 교수학습 모형
Martinez & Stager[11]는 메이커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TMI 모형을 제시하였다. TMI 모형은 생각하기
(Thinking), 만들기(Making), 개선하기(Improving)의 
활동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이커 교수학습 모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다. 첫 번째 T는 생각
하기(Think)단계로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
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뜻한다. 두 번째 M은 만들기(Making) 단계로 프
로젝트가 실제로 일어나는 단계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생각하기 단계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
여 시제품을 만들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서로 공유를 

하는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I는 개선하기
(Improving)단계로 도출된 결과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찾는 활동을 뜻한다. 

Loertscher 등[12]은 메이커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uTEC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모형은 사용하기(Using), 
팅커링(Tinkering), 실험하기(Experimenting), 창작하
기(Creating)의 활동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첫 번째 
활동 단계는 사용하기(Using)단계로 학습자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활동 단
계는 팅커링(Tinkering)단계로 기존의 제품을 개조하고 
조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활동 단계는 실험하
기(Experimenting)단계로 개인 혹은 집단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설계하면서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지막 활동 단계는 창작하기(Creating)단계
로 결과물을 발명하고 생산하면서 장인정신을 경험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결과물이 완성
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한편, 황중원 등[3]은 메이커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으
로 TMSI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팅커링
(Tinkering), 만들기(Making), 공유하기(Sharing), 개선
하기(Improving)의 4단계가 순환·반복되는 형태로 구성
이 되어있다. TMSI 모형은 다른 메이커 교수학습 모형과 
달리 공유하기(Sharing) 활동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공
유하기(Sharing) 활동 단계에서는 메이커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작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만들기 활동에서 생기는 실패와 그에 
따른 원인 및 보완대책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점
에서 TMSI 모형은 공유 및 나눔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고 실패를 딛고 도전정신을 신장시킬 수 있어 실천적
인 만들기 활동을 중요시하는 기술 교과에 가장 적합한 
메이커 교수학습 모형으로 판단된다. 

2.3 선행 연구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위하여 기술 교과에서 

기존에 연구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과 시멘트와 거푸집
을 교육적 주제로 활용한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문헌을 
분석하였다. 

먼저 함진호 등[1]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메
이커 교육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강은성[13]은 중학
교 1학년 자유학기제 시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장비를 갖
춘 외부기관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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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준웅[14]은 중학생들이 직접 일반교실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강인애, 김
홍순[15]은 메이커 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역량을 제시하
고 고등학생들이 직접 일반교실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구
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이지선[16]은 초등학생
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에 디자인 사고 적용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영호, 구덕회[7]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으며, 전소현[1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icrobit S/W
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
이 기술 교과에 적용된 메이커 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기술 교과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제품 제
작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만
들 수 있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연구 상태는 미흡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엄정미[18]는 중학교 기술교육에서 흙과 시멘트 
두 재료를 활용하여 각각 벽체를 제작하고 친환경 건설
재료인 흙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체험활동 과제를 개발하
였고, 김희정[19]은 목재와 황토 등 친환경 건설 재료를 
활용하여 주택모형을 만드는 체험활동 과제를 개발하였
다. 임영대[20]는 용융된 플라스틱 재료를 실제로 주형에 
붓고 주조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나, 기술 교과에서 시멘트와 거푸집을 교육적 주제로 활
용한 체험활동 과제 연구는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방법
3.1 연구의 절차

이 연구에서는 PDIE 교수설계 모형[21]의 준비, 개발, 
실행, 평가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Fig. 1. 
은 이 연구의 단계별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3.2 연구의 대상 및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Table 1와 같이 서울시 소재 중학교 1

학년 2개 학급 4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선정한 이유는 학생 참여형인 자유학년
제 교육과정 대상자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 적용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Step Process Activity

Prepar
ation

Preliminary 
study on 
Maker 

program

- Exploring lesson application 
examples and educational effects

- Exploring the teaching-learning 
model and application case analysis

- Analysis of goods made by cement 
and mold 

⇩ ⇩

Extracting 
considerations

- Analysis of curriculum and 
achievement standards

- Selection of sub-department, 
activity topics, learning objectives 
and detailed activities

 ⇩ ⇩

Develo
pment

Developing 
teaching-learni
ng materials

-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lesson plans, student activity sheets

⇩ ⇩

Selecting 
Evaluation Tool

- Selection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validity evaluation tool

- Extraction and verification of maker 
education capacity for technology 
education

 ⇩ ⇩

Imple
mentat

ion

Expert Validity 
Verification

- Verification and revision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validity

- Verification for validity on evaluation 
tool of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 ⇩

Teaching Class
- Pre-assessment of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 Teaching class

- Post-assessment of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 ⇩
Evaluat

ion
Analyzing 

result ·Data analyzing and conclusion

Fig. 1. Research Process

Grade Class name Male(n) Female(n) Total(n)
1st A 10 12 22

B 9 12 21
Total 19 24 43

Table 1. Research subjects

본 연구에서는 무선(random)적으로 실험대상을 재구
성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목
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실험대상을 선정하
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실험조건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준실험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설계 
모형으로는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다음 
Fig. 2는 이 연구의 실험설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O1                 X                O2

O1, O2 : Pre/post assessment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X : Teaching class of maker education program

Fig. 2. Test design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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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실험 처치 기간은 4주간 총 7차시로써, 1차

시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6차시에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수업과 사후 검사를 실
시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
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실행’이며 종속변인은 
‘창의융합 역량’이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메이커 프로그램 활동주제 및 세부활동 선정

4.1.1 소단원 및 활동주제 선정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소단원 선정을 

위해 메이커 교육 수업 방식과 시멘트 생활용품 거푸집 
제작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
용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 방식은 이미 제작된 제품을 학
생들이 관찰을 하고 그대로 모방하여 만드는 모방 학습
과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만드
는 응용 학습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멘트 생활용품 
거푸집 제작방법은 재활용품 또는 우드락과 같은 편평한 
재료를 활용하여 거푸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두 개의 소단원을 
선정하였으며, 2-1 소단원은 총 7차시 중 3차시로 편성
하고 2-2 소단원은 총 7차시 중 4차시로 편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소단원은 Table 2와 같다.

Classify Name of subsection Method Schedule
2-1 Making cement pots with 

recyclable materials
Imitation 
learning 3 hours

2-2 Making household goods using 
cement

Application 
learning 4 hours

Table 2. Selection of the subsection for maker program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소단원의 활동주
제를 선정하고 TMSI 모형의 각 단계별 메이커 활동을 
추출하기 위해 사전에 Fig. 3과 같은 생활용품 모형 두 
종류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재활용품을 거푸집으
로 제작하여 만든 시멘트 화분으로, 2-1 소단원의 활동
주제 선정과 학생들의 모방 학습을 위해 수업용으로 제
작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우드락으로 거푸집을 제작하여 
만든 팔각 시멘트 화분으로 2-2 소단원의 활동주제 선정
과 학생들의 응용학습을 위해 예시용으로 제작하였다. 

Fig. 3. Ready made examples of cement household goods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소단원과 제작된 시멘트 생활용
품 모형에서 추출한 TMSI 모형의 각 단계별 메이커 활
동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활
동 주제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시멘트 화분 만들기로써, 
교사가 이미 제작한 시멘트 화분을 수업시간에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여 시멘트 화분을 모방하여 
만드는 활동이다. 두 번째 활동 주제는 시멘트와 거푸집
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 만들기이다. 이 활동 주
제는 학생들이 응용력을 발휘하여 교사의 도움 없이 직
접 시멘트 생활용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차시별 메이커 
활동 주제는 다음 Table 3과 같이 설계하였다.

Time Topics Step Maker Activity

1st Observing cement 
pots

Tinkering
- Confirm problems and solution 

condition
- Searching idea 

Making - Making drawings
- Searching tools and materials

2~3rd Imitation making 
of cement pots Making - Imitation making cement pots 

using recyclabled mold

4th 
Presenting for 
cement pots by 

group
Sharing

- Displaying cement pots
- Sharing trial and errors, 

improvements
Improving - Searching idea for the next time 

maker activity 
5th 

Making cement 
household goods

Tinkering - Searching tools and materials for 
making cement goods

Making - Making drawings
6th Making

- Making mold by formboard, 
making cement household 
goods

7th 
Presenting for 

cement household 
goods by group

Sharing
- Displaying cement household 

goods
- Sharing trial and errors, 

improvements

Table 3. Activity topics of maker education program

4.1.2 학습목표 및 세부활동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수업과정에 따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학
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차
시별 세부활동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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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시멘트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 

학습목표 2.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
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Time Activity Detail Activity

1st 

 Motivation 
Searching  

- Learning concept and motivation
- Presenting 2 types of cement household goods to 

the students
- Encourage students to make creative cement 

household goods #1, #2
- Voluntarily searching products using cement and 

mold by students
- Searching tools and materials
- Drawing design diagram and planning for 

household goods #1, #2
Recording 

Pictures and 
Video

- Planning for making household goods #1, #2
- Recording video and pictures by group, uploading 

to on-line community and exchanging feedback 
after class

2nd Design and 
Making

- Design and make household goods #1’s mold 
(recording video and picture of making process)

3rd Making - Decorating output after removing mold (recording 
making process)

4th Sharing
- Presenting on household goods #1, sharing results 

with fellow students (introducing making process 
and outputs, taking feedback)
- Discuss on improving points

5th Improving
- Thinking idea about household goods #2 by 
referencing from improvements

- Design and make household goods #2’s mold 
(recording video and picture of making process)

6th Making - Decorating output after removing mold (recording 
making process)

7th Sharing
- Presenting on household goods #2, sharing results 

with fellow students (introducing making process 
and outputs, taking feedback)

Table 4. Detail activity of maker education program 

4.2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개발
본 연구에서는 총 7차시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

였으며, Fig. 4와 같이 수업 과정안은 메이커 교육의 TMSI 
교수학습 모형의 팅커링(Tinkering), 만들기(Making), 
공유하기(Sharing), 개선하기(Improving)의 4단계를 순
환 반복하여 구성하였다(). 교수 자료는 Fig. 5와 같이 도
입부에 학습목표, 메이커 교육의 정의, 시멘트와 거푸집
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흥미 및 동기유
발을 위해 시멘트 생활용품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교수 
자료의 소단원 구성은 문제확인,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 
아이디어 구체화, 실행, 평가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
계별로 TMSI 모형을 적용하였다. 학생 활동지는 Fig. 6
과 같이 학생들이 메이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로 구성되었으며, 소단원별로 학생들이 구상도와 제작도

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4. Examples of instructional process

Fig. 5. Examples of teaching material

Fig. 6. Example of students worksheet

4.3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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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도 검증 평가도구로 강은성[13]의 프로그램 전문
가 타당도 평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평가지는 메이커 교
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타당도 평가도구
로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 체계성, 수업 
자료의 적절성, 그 밖에 문항별로 개선할 점이나 보충할 
내용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창의융합형 인재 역량과 강인애, 김홍순[15]
이 제시한 메이커 교육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교과에서 요구되는 메이커 교육의 
역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 교과에서 요구
되는 메이커 교육의 역량은 Table 5와 같이 창의성, 융
합성, 사회성, 자기주도성, 실천성으로 도출되었다. 

Competency for 
cultivating creative and 
interdisciplinary Person

(2015 revised curriculum)

Competency of maker 
education 

(Kang & Kim[15])

Maker 
competency 

for 
technology 
subjects

Humanistic imagination Creative thinking skills
CreativityScience and technology 

creativity Innovation
Conversion of various 

knowledge
Conversion of various data 

and knowledge
Convergenc

y

Having good Personality
Exchanging and sharing

SocialityInteraction in society through 
communication

Creating of new knowledge
Self-motivation for studying

Self-initiativ
e

Ownership
Challenge sprit
Self confidence

Creating new values
Critical thinking

PracticalityUtilization ability of tools and 
materials

Table 5. Extracting maker competency for technology 
subjects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되어진 메이커 교
육 프로그램의 역량 평가도구와 검증된 역량과의 관련성
을 분석하였다[8, 22～24]. 그 결과, 다음 Table 6과 같
이 류대성[8]의 창의융합 역량 진단도구가 본 연구에 가
장 적합한 평가도구로 선정되었다. 창의융합 역량 진단도
구는 총 25문항으로 소통과 협업 능력, 창의적 통찰력, 
타 분야에 대한 지식, 인본주의, 산출물에 대한 가치 판단
력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petency evaluation tool of 
maker education program

Relation with maker competency
Creativ

ity
Conver
gency

Social
ity

Self-ini
tiative

Practi
cality

STEAM literacy measurement 
instrument(Choi[22]) ◎ ◎ ◎ ▽ ◎

Scientific creative problem solving 
test(Hwang[23]) ◎ ▲ ☓ ◎ ▲

5-ONs evaluation tools
(Kang & Yun[24]) ◎ ▲ ◎ ◎ ◎

Diagnostic test for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Ryu[8]) ◎ ◎ ◎ ◎ ○

◎(very high)  ○(high)  ▲(normal) ▽(low)  ☓(very low)

Table 6. Selection of maker competency evaluation tool

4.4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는 기술교과의 수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학 및 메이커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교육과 교수 1인, 교육 경력 
5년 이상, 석사 학위 이상의 기술교사 그리고 메이커 교
육 연수 및 강의를 받았거나 수업경험이 있는 9인, 총 10
인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Table 7과 같이 흥미, 체계성, 적절성을 묻
는 문항에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
로그램의 교수-학습 자료는 기술 교과에 활용하기 용이
하고 학생들의 나눔 및 소통과 같은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의융합 
역량 진단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검사도구가 
기술교과의 수업에서 측정하려는 내용이나 주제를 적절
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경
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기술교사 10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Table 8). 그 결과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이 모두 0.65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5 창의융합 역량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2개 학급 43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7차시에 걸쳐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메이커 교육에서 가
장 강조하는 공유와 소통의 실현을 위해 온라인 공유 및 
소통 공간을 개설하였다. Fig. 7은 학생들의 수업 모습과 
온라인 공유 및 소통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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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 M SD
1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perform 

learner-centered learning activity 4.75 0.46

2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extract motivation by 
presenting real life related project. 4.38 0.51

3 This program was designed for self-directed 
participation through autonomous learning activities. 4.5 0.75

4
This program was well designed for tinkering activity 
to explorer various tools and materials in a free 
atmosphere.

4.38 0.51

5
This program was designed for a learner to make a 
finished product for problem solving through making, 
sharing and improving.

4.63 0.51

6 This program was designed for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ies like exchanging, sharing, consideration. 4.5 0.53

7 This program guides learners to create creative 
outcomes using digital device and various materials. 4.25 0.70

8 This program guides teachers to act as facilitators to 
advise learners to support self-motivated activities. 4.5 0.53

Table 7. Result of expert validity test            (n=10)

Factor item min max M SD CVR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skills

1 3 5 4.4 0.70 0.8
2 4 5 4.7 0.48 1.0
3 2 5 4.3 0.95 0.8
4 4 5 4.5 0.58 1.0
5 3 5 4.4 0.70 0.8

Creative insight
6 4 5 4.2 0.42 1.0
7 3 5 4.3 0.67 0.8
8 4 5 4.3 0.48 1.0
9 3 5 4.1 0.57 0.8
10 4 5 4.7 0.48 1.0

Knowledge of 
other fields

11 3 5 4.2 0.63 0.8
12 2 5 4.6 0.97 0.8
13 4 5 4.3 0.48 1.0
14 4 5 4.6 0.52 1.0
15 3 5 4.4 0.70 0.8

Humanism
16 4 5 4.4 0.51 1.0
17 4 5 4.6 0.51 1.0
18 3 5 4.2 0.63 0.8
19 4 5 4.4 0.52 1.0
20 3 5 4.3 0.70 0.8

Value judgement 
on output

21 4 5 4.3 0.48 1.0
22 3 5 4.1 0.57 0.8
23 4 5 4.3 0.48 1.0
24 3 5 4.1 0.57 0.8
25 3 5 4.1 0.57 0.8

Table 8. Result of contents validity test              (n=10)

Fig. 7. Photos in class and on-line community

본 연구에서는 수업 실행 전·후 창의융합 역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N중학교 1학년 2개 학급 
43명 학생들로부터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
고 분석 도구로는 SPSSWIN 12.0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t-검증 방법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창의융합 역량 전체 영역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 값은 –3.108이며 유의 확률은 .003으로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9). 즉,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융합 역량 하위 영
역에 대한 대응 표본 t-검증은 소통과 협업능력, 창의적 
통찰력, 타 분야에 대한 지식, 인본주의, 산출물에 대한 
가치 판단력의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소통과 협업능력 제 1요인 하위 
영역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t 값은 –2.009, 유의 확률
은 .05로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통찰력 제 2요인 하위 영역의 대
응표본 t-검증 결과 t 값은 –1.803, 유의 확률은 .079로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타 분야에 대한 지식 제 3요인 하위 영역
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t 값은 –3.034, 유의 확률은 
.004로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본주의 제 4요인 하위 영역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t 값은 –3.54, 유의 확률은 .001로 .05의 유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다섯째, 산출물에 대한 가치 판단력 제 5요인 
하위 영역의 대응표본 t-검증결과 t 값은 –1.546, 유의 
확률은 .13으로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Single group (n=43)
M SD t p

Convergence ability for Creativity -0.34 0.712 -3.108 .003
 - Communication, collaboration skills -0.27 0.88 -2.009 .05
 - Creative insight -0.23 0.829 -1.803 .079
 - Knowledge of other fields -0.42 0.915 -3.034 .004
 - Humanism -0.46 0.844 -3.54 .001
 - Value judgement on output -0.31 1.322 -1.546 .13

Table 9. Result of paired t-test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중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융합 역량에 미치는 효과 137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시멘트와 거푸집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는 연구로써,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
론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술 교과에 적용된 메이커 교육 관
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제
품 제작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반면,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다양한 형상을 제작
하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중학교에서 시멘트와 거푸집을 교육적 주제로 
활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시멘트와 거푸
집을 주제로 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시도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학습
단원과 내용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사전 시멘트 생활용품
을 제작하여 활동주제, 학습목표, 세부 활동을 도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총 7차시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교
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교수 자료, 수업 과정안, 
학생 활동지로 구성되었다.

셋째, 창의융합 역량 평가는 전체영역과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영역에서 시멘트와 거푸집
을 이용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소통과 협업능력, 타 
분야에 대한 지식, 인본주의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창의적 통찰력, 산출물에 대한 가치 판단력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즉시 다양한 형상

으로 구현하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
램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생활과 연관하여 나눔 및 소통이 
반영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학생들의 사회성과 창의융합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교과의 “제조기술 문제해

결 활동” 단원의 내용으로 메이커 교육 수업자료를 구성
하고 창의융합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모든 단원에까지 일반화하는 데에 유
의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교과나 다른 단원에서 적용할 경우에도 메이커 교
육이 창의융합 역량에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
한 연구이므로 중학생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유의하
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더 다양한 학교와 연령
대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성이 좀 더 구
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총 7차시의 메이커 교육을 진행한 연
구이며 단기적인 처치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창
의융합 역량의 지속적인 변화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학습 시간에 따라 창의융합 역량
의 지속적인 변화량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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