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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maker-education for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explore changes and for the results to be used as

a basic data to study the utilization of maker-education.

Methods: To that end, 36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attending nursery

school applied to the maker-education program and to the curriculum of

children's literature and play. The collected interview materials and student

journal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started with

mixed expectations and but then actively participated in worries classes with

interest and had fun. Also, in the stage of sharing, they changed from having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to developing an attitude of cooperation

and unity through communic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shown that from

feeling the difficulties of planning, planning changes and modifica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development and that they are quickly and wisely dealt with.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follow-up

study to verify the effect of this as meaningful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the

effects of positively accepting feedback, planning to attempt a step-by-step

approach, and active attitude toward communication between colleagues.

❙key words maker-education,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 exploring changes

Ⅰ. 서 론

제 4차 산업혁명은 창의와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부상시키며 기존의 교육에서 융복합의 미래사

회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의 변모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정보화

시대에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문제기반학습, 프로

젝트학습 등과 같은 학습자중심 모형들을 실행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융합인재교육, 융복합교

육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적 방안이 등장하였다(강인애, 윤혜진, 황중원, 2017).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그리고 KAIST(2017)에서는 미래의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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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과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그리고 기계와

의 협력적 소통 등의 역량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융․복합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협력․공유 기반의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계는 메이커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은 2005년 메이커 운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함아영, 2017). 메이커 운동은 일상에서 창조적인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증

가하고, 그들의 작업 결과물 혹은 그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

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지칭 하는 용어로 등장했다(Halverson & Sheridan,

2014).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메이커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판하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비교하며 보다 성장․발전 할 수 있게 되면

서 다양한 측면에서 메이커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Martin, 2015). 교육계에서도 새로운 흐름

인 메이커 운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고, 현재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메이커 교육은 기본적으로 반복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창의

적으로 구체적 결과를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Papert, 2000). 학습자가 구체적인 사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을 공유

하는데 가치를 느끼는 교육으로서 기본 철학은 구성주의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강인애,

윤혜진, 2017; 김양수, 2017; 박주용, 2016; 유예은, 2018; Ackermann, 1996). 메이커 교육에서 이루

어지는 만들기(Making)의 과정은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학습경험을 제공하

고, 이와 같은 학습경험은 학습자의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발한다(Kafai,

Fields, & Searle, 2014; Wardrip & Brahms, 2016). 또한 산출된 결과물의 제작과정은 지속적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순환․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Martinez & Stager, 2013; Maslyk, 2016). 더불어 과정과 결과에서 획득한 경험과

지식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자발적․개방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적극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공

유에 대한 가치를 인지할 수 있다(Brahms & Crowley, 2016; McGalliard, 2016; Thomas, 2014). 특히

공유의 과정은 디지털 기기와 웹 접근성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즉

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현대 사회에 메이커교육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힘을

실었다(김동현, 2013; 함아영, 2017).

메이커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학자들은 그 이론적 근거로서

페퍼트의 구성주의(Papert & Harel, 1991)를 언급한다(Cohen, Jones & Calandra, 2016; Halverson &

Sheridan, 2014; Martinez & Stager, 2013; Vossoughi & Bevan, 2014).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은 두뇌

안에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핵심이나 페퍼트의 구성주의는 사람

들이 무언가 배우게 되는 방법의 핵심을 만들기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활동에 두었고, 물리적인

오브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구성된다고 보았다(Papert & Harel, 1991). 구성주의 철학을

기조로 유아의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시 하며 놀이중심, 활동중심을 표방하는 유아교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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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메이커 교육이 적용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차세대 발전 방향을 논하는데 있어 메이커 정신을 언급하며 국가가 주축이

되어 메이커 교육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 예로 2014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을

메이커의 나라라고 선언하였으며, 백악관에서 메이커 페어(faire)행사를 개최하고 메이커 주간을

선언하여 메이커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5년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메이커는 사람들 속에서 혁신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창의성이 중국을 이끄는 지속적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차세대를 이끌 주요 동력으로

메이커를 화두에 올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n.d.).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메이커를 교육․문화․산업 등 사회의 각종 영역에 도입하고 활성

화시킬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메이커 교육이 시작단계에 있기에

실시 사례가 드물지만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는 2018년도에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중장

기 교육발전 계획으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추진을 발표 하였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인천광

역시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미래 메이커 육성이라는 교육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초․중․고등교원 대상 미래 메이커 교육 교원연수를 시작으로 초․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Thinking Design School’을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의 특색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7). 그 외 각 광역시․도 교육청에서도 메이커 교육

운영관련 계획과 교사연수를 실시 중에 있다.

더불어 지난 가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에서도 프로그램 특별 및 분과세션에서 메이

커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세계 각국의 메이커 교육에 대한 동향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메이커 교육에 가진 관심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에 부흥하는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메이커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21세기에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시스템에서의 지식교육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수 없기 때

문이다(교육부, 2015;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현재의 교육으로 내일을 살아가야 할 학습자를

교육하는 교실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 제작 매체 기반 학습공간조성이 실제로 활성화 되고 있다(정아란, 2017). 특히 성인학습자

에 가까울수록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 예측되는 등(홍성민 등, 2016) 교

육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온라인 콘텐츠와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학습 환경으로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중에서도 직관적 사고와 감각 경험을 통한 발달 시기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면 전환을 시도하는 데에는 무리

가 따를 수 있다. 그렇다고 차세대 인재 양성의 가장 초입에 위치한 유아교육이 변화에 소극적으

로 대처해서도 안 될 것이다.

2017년 경 전형적인 국가주도의 하향식 접근(Top-down)방식체계로 시작되어 현재 도임 초기

단계(강은성, 2017)라 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은 오래 지나지 않아 유아 교육에도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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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주도로 2017년에 개발 및 계획에 착수하여, 2018년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

고 있는 메이커 교육은 그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 또한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에 초점을 둔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다수이다.

2019년 상반기 현재까지 메이커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50여 편 정도이고 유

아교육 관련으로 이루어진 메이커 교육에 대한 연구는 조경미, 이연승(2018)의 연구 단 한편으로

과학 활동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 전반에 적용 가능한 메이커

교육 개발이 요구된다는 시사점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조

건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메이커 교육은 그들 스스로가 메이커 교육을 경험

함으로써 준비된 메이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가가 목

표로 하는 사회 변화와 요구에 대비하여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과 적응력,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창의성 배양과 자기주도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융합형 인재양성 및 생활 속 기술

에 대한 이해 제고라는 국가경쟁력 강화(교육부, 2015;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홍성민 등, 2016)

측면과, 고등교육기관 인재 양성의 목표에도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학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2019년도 상반기 기

준 세 편으로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메이커교육 수업모델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수용적 태도

의 향상을 확인했고(고학능, 마대성, 2019), 대학의 취업스쿨 수강생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자기유능감을 포함한 자기주도성, 위험감수성향, 창

의력이 증가됨을 밝혔다(강인애 등, 2017). 유예은(2018)의 연구에서는 미술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자기이해, 타인이해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이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변인들의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측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교육의 효과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는 상당

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메이커교육을 적용하여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아울러 아

직까지 객관적인 의미를 도출하기에는 연구 사례가 부족하고, 실제로 일방적 강의 구조에서 탈

피하여 능동적․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

는 예비유아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교육 적용 시 수용적 태도

(고학능, 마대성, 2019), 성취욕구, 자기주도성, 창의성, 타인이해(강인애 등, 2017) 등의 효과검증

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만이가지는 메이커 교육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의 핵심적 가치를 포함하면서 직전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에 범적용이 가능한 메이커 교육을 운영하여 그 변화를 탐색해 봄으로서 메이커 교육의 유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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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적용과 활용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 적용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한 G대학교 유아보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년도 2학

기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메이커 교육적용 교과임과 메이커 교육과정과 산출물은 성적 배점 비율

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한 강의계획서를 열람하고, 수강변경 및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수

강확정 된 아동문학 교과 수강생 1학년 12명과 놀이지도 교과 수강생 3학년 24명, 총 3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학년의 선정은 연구자 2인이 담당하는 강좌 중 강의와 실습시수가 함께 편성

되고 그에 따른 총 시수가 같은, 즉 시수성격이 동일(강의2, 실습2, 총4)한 교과를 각 한 강좌씩

선택하여 운영하였기에 1학년과 3학년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학년과 3학년 모두 메이커 교육 모형을 적용한 강의

참여는 처음이며 이를 고려하여 메이커 교육 모형에 대한 동향, 개념과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한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현장적용 전 이루어 졌다. 또한 두 학년 모두 직전 학기(학년)에 타 교과에

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현장관

찰에 대한 경험도 있다. 다만 3학년의 경우에는 보육실습경험이 있다.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모형 개발과정에서 적용에 따른 변화양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한 예비연구의 성격으로 별도의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을 설계하지 않고 단일집단으로 실험을

운영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도구는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이다. 본 연구도구는 관

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과 전문가 컨설팅을 토대로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시

안을 도출하고 현장적용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안)을

개발하였다.

1)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 개발을 위해 2018년 8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6주에

걸쳐 국내외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주로 메이커 교육의 개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6권 제2호

94

및 정의, 국내 적용 사례 및 효과 등을 분석하였고, 메이커 교육에 적절한 수업모형탐색을 위한

일반 수업모형 및 메이커 교육 관련 수업모형을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메이커 교육의 개념 및 정의는 문헌 고찰 및 분석을 통해(강인애, 김흥순, 2017; 강인애

등, 2017; 교육부, 2015; 중소벤처기업부, n.d.; Lakind, 2017) 학습자가 구체적인 사물을 만드는 과

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을 공유하는데 가치를

느끼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메이커 교육의 적용사례 및 효과는 대학(강인애, 김양수, 윤혜진, 2017; 고학능, 마대

성, 2019), 초․중등(강은성, 2017; 강인애, 김홍순, 2017; 이승철, 2018; 이지선, 2017; 한국과학창

의재단, 2016), 유아(조경미, 이연승, 2018)로 대상별 효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에서 가장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수업모형은 주로 TMSI 모델(강인애, 김홍순, 2017;

정혜미, 2018;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디자인씽킹(이승철, 2018; 이지선, 2017)이 주를 이

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반적 수업모형을 탐

색한 결과 통합모형(Mary, Thomas, Susan, 2015), ARCS 동기모형(윤기옥, 정문성, 최영환, 강문봉,

노석구, 2009)이 적절한 수업모형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MSI모델과 통합모형을 병합한 시안과 TMSI모형과 ARCS 동

기이론모델을 병합한 시안을 도출하여 총 2개 시안이 구성되었다. 시안의 구성을 그림으로 제시

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TMSI&통합모형시안과 TMSI&ARCS 동기이론모델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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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전문가 컨설팅

1차 전문가 컨설팅은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 교사와 원장,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강의하는 강

사와 교수로 구성된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집단’과 교육청, 지자체, 대학에서 메이커 교육을 전문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센터의 대표와 매니저로 구성된 ‘메이커 전문가 집단’으로 나

누어 컨설팅을 운영하였다.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집단’과 ‘메이커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배경

을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구분 직위 나이 성별 경력 비고

유아

교육

현장

전문가

집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51 여 5년 이상

-

국공립유치원 교사 33 여 5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55 여 15년 이상

법인어린이집 원장 53 여 20년 이상

유아교육과 강사 47 여 15년 이상

교수 63 남 5년 이상

교수 51 여 20년 이상

교수 33 여 5년 이상

메이커

전문가

집단

대표(철학박사) 58 남 5년 이상 180여개 초중고 메이커교육 프로젝트
진행, 서울 교육청 찾아가는 메이크
버스사업 수행, 아시아 8개국 글로벌
메이커챌린지 진행 외 다수

이사(교육학박사) 55 여 5년 이상

매니저(교육학전공) 48 여 5년 이상

표 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배경

먼저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집단 컨설팅에서는 2개의 1차 시안 중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TMSI 모델과 통합수업모형을 병합한 시안이 채택되었으며 적절한 교과 및 활동, 공간,

재료, 교수자의 역할 등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메이커 전문가 집단 컨설팅에서는 2개의 1차 시안 중 실제 적용 가능한 모형에 대한

자문에서 유아교사 현장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동일한 TMSI 모델과 통합수업모형을 병합한 시안

을 적정 모델로 채택하였다. 그 외 메이커 교육 모형 개발 및 적용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메이커 교육의 정의적 측면, 유아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의 적용가치,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메이커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개념 수정 및 내용 보완이 이루어 졌다.

3) 예비 모형 도출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집단과 메이커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에서 운영 모델의 경우 1차 시안은

TMSI 모델 및 통합수업모형 병합형이 채택되었다. 대상교과에 있어서는 실습포함 교과(강의2,

실습2, 총4 시수)에 예비 적용을 실시하고, 학습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설정 및 제시방법으로는 교

과 내 학습 내용의 융합을 통해 복합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제시 될 문제, 4~5명이상의

학습자가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이 해결과제를 문제로 설정하고,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봉착하

는 사례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산출물 제작이 시작 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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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있어서는 산출물 제작을 위해 작성 한 전개도를

기준으로 가로x세로x높이 30cm
3
이내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축소형 산출물을 예비 제작해

봄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탐색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반복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도

록 하고, IT기기(3D프린터 및 스캐너), 프로그램(3D매체제작용 소프트웨어 활용) 및 목공 도구

활용(전동 톱, 그라인더 사용) 및 제작(이음새, 마감처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ICT드론전공학과

와 토목전공학과 학생과 조교의 지식․방법공유를 통해 타 학과 전공영역과 융합교류 시도하여

메이커 교육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아교

육기관 현장 전문가가 산출물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학과 외 학내 구성원들

에게 산출물을 전시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메이커 페

어 운영 필요성 의견 등이 제안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예비 모형을 도출하였다.

4) 현장적용 및 2차 전문가 컨설팅

도출된 예비 모형의 적절성 확인과 실행상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1학년과 3학년 예비유아교사

36명을 대상으로 아동문학교육, 놀이지도 2개 교과강의에 2018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에 걸쳐 메이커 교육 예비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주 강의로 구성된 아동문학과 놀이지도 교과목에 1차 직무능력평가 이후 8주 동안 메이커

교육 예비 모형을 적용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보다 확장된 Sharing과 Improving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메이커 페어를 운영하였다. 먼저 메이커 교육 예비 모형을 적용한 아동문학 교과는 기존

동화매체를 2개 이상 융합하여 새로운 동화매체를 제작하도록 지도하였고 놀이지도 교과는 예비

유아교사들이 즐겨 쓰는 기존 재료에서 탈피하여 나무와 헝겊을 융합하여 2개 영역 이상에서 활

용 가능한 놀잇감을 제작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융합이 메이커 교육의 주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메이커 전문 집단 1차 컨설팅에서 확인받았고 메이커 교육 진행 6주차에는 수업 참관

을 통해 Sharing과 Improving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5) 모형 도출

메이커 페어까지 마무리 한 후 메이커 교육 예비 모형 적용 전반에 대해 메이커 전문가 집단과

관내 유아교육기관장 및 현장교사, 강사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집단 컨설팅이 12월 8일 각각 이루

어졌고, 예비 모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최종 검안․검토 작업을 통해 모형

(안)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에 의해 구성된 메이커 교육 모형(안)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메이커 교육 모형은 자유롭게 도구를 탐색하고 실험하는 무 목적성 활동이 이루어지

며 질문과 탐색, 프로토타이핑과 반복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팅커링(Tinkering),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 해 보는 단계인 만들기(Making), 정보를 나누는 단계인 공유하기

(Sharing),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점에 대해 다시 재 고민하고 실제 개선을 시도하

는 단계인 개선하기(Improving)의 4단계가 순환ㆍ반복되는 TMSI모형과 구조적 대화를 위한 상호

작용을 첫째, 일정한 자료 세트 안에서 유형을 탐색, 기술, 비교를 경험하게 하는 상호작용.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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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이커 교육 모형

규명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토록 하는 상호작용. 셋째, 다른 조건 아래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토록 하는 상호작용. 넷째, 주제에 대하여 일반화를 하고 토의 진행토록 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4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통합모형이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매 주차마다

TMSI 모형 내에서 통합모형이 전개되는 병합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동문학과 놀이지도

교과목 모두 15주의 강의로 구성되었고 1차 직무능력평가 이후 8주 동안 메이커 교육을 적용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보다 확장된 Sharing과 Improving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메이커 페어를 운영하였다.

메이커 교육을 적용한 아동문학 교과는 기존 동화매체를 2개 이상 융합하여 새로운 동화매체를

제작하도록 지도하였고 놀이지도 교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즐겨 쓰는 기존 재료에서 탈피하여

나무와 헝겊을 융합하여 2개 영역 이상에서 활용 가능한 놀잇감을 제작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융합이 메이커 교육의 주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1차 메이커 전문 컨설팅에서 확인받았고 메이

커 교육 진행 6주차에는 수업 참관을 통해 Sharing과 Improving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을 적용한 아동 문학교육 교과와 놀이지도교과의 주차별

주제는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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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학 주차 놀이지도

기존 동화매체 분석, 나만의 동화매체 계획 1 놀잇감 제작 계획, 프레젠테이션

프로토타입 제작, 동화매체 계획 수정 2 놀잇감 제작 계획 수정, 설계도 작성,

프로토타입 제작, 프레젠테이션

(개인별) 동화매체 제작,

(그룹 내) 제작현황 및 문제점 공유, 해결방안 모색

3 소요재료목록 작성, 제작 일정계획 및 업무

분담, 제작

(개인별) 동화매체 제작,

(그룹 내) 제작현황 및 문제점 공유, 해결방안 모색

4 제작 및 1차 제작상황 발표

(개인별) 동화매체 제작,

(그룹 내) 제작현황 및 문제점 공유, 해결방안 모색

5 제작 및 2차 제작상황 발표

(개인별) 동화매체 제작,

(그룹 내) 제작현황 및 문제점 공유, 해결방안 모색

6 제작 및 3차 제작상황 발표

마무리, 결과보고서 작성 7 제작 및 마무리, 결과보고 판넬 제작

메이커 페어

(관내 기관장, 센터장, 학내 구성원 등)

8 메이커 페어

(관내 기관장, 센터장, 학내 구성원 등)

표 2. 메이커 교육 모형을 적용한 아동 문학교육 교과와 놀이지도교과의 주차별 주제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을 적용한 아동 문학교육 교과와 놀이지도교과의 구체적

인 주차별 강의계획의 예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 적용 내용의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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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 Tinkering 및 Sharing을 통한 문제해결, 타 전공 학과와의 융합교

류, Making과정에서의 도전 및 문제인식의 예를 사진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4, 5, 6과 같다.

그림 4.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 Tinkering, Sharing과정

그림 5. 타 전공 학과와의 융합교류(스캐닝 및 3D프린터를 활용한 등장인물 제작)

그림 6. Making과정에서의 도전 및 문제인식(목재활용)

1) 2017학년도 학과명 개편에 따라 1학년은 유아안전보육과, 3학년은 유아보육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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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페어에서 작품과 함께 전시된 제작 과정에서의 수정 및 실행사항, 설계도면을 포함한

결과보고 판넬 예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결과보고 판넬 예

4.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면담과 저널이다. 먼저 면담은 1, 3학년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

로 2018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 동안 2주째, 5주째, 8주째, 총 3차례에 걸쳐 개별로

시행하였다. 면담 내용으로는 메이커 교육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질문으로 시작해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로 질문하거나 면담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개인 1회당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전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전사하였

다. 다음으로 저널은 수업과 학습역량, 학습 성향에서 본인의 현재 모습이나 달라진 모습을 세분

화하여 시작 주와 4주째 그리고 마지막 주, 총 3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주차별로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면담은 계획과 프로

토타입 제작 경험을 완료하여 발화가 비교적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2주차와 매체 제작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는 중간에 해당하는 5주차, 마무리작업과 메이커페어로 최종종결을 경험하는

8주차에 진행하였다. 저널의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누적이 없는 첫 주, 세분화된 질문으로 연구

대상의 의견을 최대한 풍성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 질문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4주차, 8주차에 저널작성을 진행하였다.

면담과 저널작성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교과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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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에 마지막 8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에 면담과 저널작성과정이 겹

치지 않도록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예비유아교사의 면담자료 3회분과 저널 3회분이다. 먼저 면담자료

와 저널을 나누어 읽는 것과 차수별로 면담자료와 저널을 묶어서 읽는 방법으로 여러 번 읽어보

면서 주제별 약호화(Coding) 분석 방법과 사례추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타당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이 자료 분석, 범주 및 해석을 서로 확인하는 동료 검사

(peer reviews)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간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재검

토는 물론 범주의 해석에서 모호함이나 오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범주 및 자료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이 자료를 검토하고 협의하였다. 먼저 주제별 약호화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자료와 저널을 읽으면서 예비유아교사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을 모두 찾아

내어 1차 의미추출자료 만들었다. 이때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언급한 것

이외에도 메이커 교육에 대한 어려움, 메이커 교육에 임하는 자세, 메이커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행동에 대해 예비유아교사가 기술한 내용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모두 포함

하였다. 또한 1차 의미추출자료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적절한 제목(단어)을

기입하면서 예비 범주를 만들었다. 이에 대한 예로, ‘다른 전공과목에서는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

려해서 지도방안을 생각해내야 했었는데..(중략)..내 생각에 대한 친구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많

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동화에 대한 이해도 커지는 것 같아요..(1학년 A, 3차 저널, 2018, 12. 3)’

의 내용은 메이커 교육에 대한 흥미와 욕심에서 더 나아가 메이커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제목을‘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참여해요’로 작성

하였다.

둘째, 면담자료와 저널을 묶어 각 차수별로 분류한 후, 면담자료와 저널에서 나타난 1차 의미

추출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를 추출하여 초반, 중반, 후반으로 구분하

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에게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서로의 연관성으로 인해 분리되기 어려운

내용들은 예비 범주끼리 묶어 하나로 통합한 후,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주제로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주제번호 주제(본 범주) 예비범주

메이커

교육

초반

1-1 잘 할 수 있을까요?
신선함. 새로움에 대한 기대, 흥미와 재미, 의욕,

어려움, 낯섦에 대한 거부감, 걱정과 불안

1-2
생각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릿속 생각들, 생각 따로 행동 따로

1-3 생각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오랜 시간이 걸림, 계획 변경에 대한 불안감, 염려

표 3. 메이커 교육 적용에서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변화에 대한 예비범주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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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번호 주제(본 범주) 예비범주

메이커

교육

중반

2-1 생각이 보여요. 만들기에 대한 흥미, 계획과 결과, 적극적 참여

2-2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요.
예측과 정교함의 경험, 우선순위와 단계,

시행착오와 피드백

2-3 생각을 말하고 들으니 문제가 해결돼요 너와 나의 아이디어, 소통 속에서 고마움, 놀라움

메이커

교육

후반

3-1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참여해요,

교과 이해, 자발적 참여, 스스로 함께하기, 자기

주도

3-2 계획과 문제해결이 생각으로 가능해요
다양한 아이디어, 계획, 짧은 시간,

빠른 해결방안 마련과 대처,

3-3 서로 생각을 나누면 발전해요
변형에의 수용, 계획 변경에 대한 믿음,

지적이 아닌 확장, 협력과 화합

표 3. 계속

다음으로 사례추출은 면담자료와 저널에서 변화의 의미를 지닌 내용 가운데 특히 더 의미가

있거나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해놓은 후 분석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찾을

때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이용숙, 김영천, 1998).

Ⅲ. 결과 및 해석

메이커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는 기대와 걱정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흥

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나눔의 단계에서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밖에도 계

획수립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계획 변경 및 수정이 자신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계획하면서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1. 메이커 교육 초반

메이커 교육 초기 예비유아교사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와 의욕도 있었지만 낯섦에

대한 거부감과 걱정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으

며 더 나아가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를 미리 걱정하여 계획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계획과

실행이 별개인 모습도 나타났다. 이밖에도 동료들과 나눔의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

는 것과 동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잘 할 수 있을까요?

메이커 교육은 융합적으로 사고(Clapp, Ross, Ryan, Tishman, 2017)하면서 생각을 실천하고 새

로운 것에 도전하는 메이커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다(강인애 등, 2017). 이를 위해 아동문학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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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존 동화매체를 2개 이상 융합하여 새로운 동화매체를 만들도록 지도하였고 놀이지도

교과에서는 나무와 헝겊이라는 재료를 융합하여 놀잇감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나만의 동화매체를 만든다는 것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를 활

용하여 놀이교구를 제작한다는 것에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꼈다.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재료와 경험들이었고요.

조원들과 서로 협동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고..(중략).. 수업에 참여하는 스스로의 태도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3학년, 1차면담, 2018. 10. 22)

내 생각과 계획대로 동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이 나고 기대가 됩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딱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집중도 잘될 것 같습니다. (1학년, 1차 저널, 2018. 10. 15)

목재를 자르고 다듬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져보고

전동 톱이나 그라인더 같은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나니 오히려 새롭고 신선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3학년, 1차면담, 2018. 10. 22)

아울러 예비유아교사들은 수업 중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업

중에 움직이면서 내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수업에 능동

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와 의욕을 나타내었다.

내 생각대로 마음껏 만들어볼 수 있는 게 좋고 이론 수업보다는 지루하지 않고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도 이론 수업보다 재미있다고는 말하는데 설계한 것처럼 잘 만들

어낼 수 있을까 걱정은 된다. (1학년, 1차 저널, 2018. 10. 15)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싶기도 했지만 직접 만드는 과정은 협력을 해야

훨씬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중략),,, 나아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재미를 느꼈고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3학년, 1차면담, 2018. 10. 22)

직접 나무를 만지고..(중략). 없던 의욕이 생겼다. 직접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재미를 발견하

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3학년, 1차 저널, 2018. 10. 16)

이론수업을 하면 지루할 때가 많았어요. ..(중략)..이번 수업방법은 지루함보다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

려서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시계를 보고 놀랄 정도였으니까요..(중략).. 결과는 시간에 비해

많이 모자라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이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서 참여를 열심

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학년, 1차면담, 2018. 10. 22)

재료 준비대에서 필요한 재료를 직접 만지고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만들면서 손으로 만지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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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참석하게 된 수업이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겉돌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3학년, 1차

저널, 2018. 10. 16)

그러나 모든 예비유아교사들이 새롭고 주도적인 수업참여 방식을 좋아하고 반기는 것은 아니

었다. 기존에 해왔던 수업방식과는 달리 계획과 실행 모두에서 자기 주도적이어야 하고 본인의

준비 여부와 시간 할애의 정도에 따라 진행 속도나 결과에서의 차이가 즉각적이면서 크게 나타

나기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예비유아교사들도 있었다.

강의식이 아니다보니 이전 수업에 비해 적응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재료

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힘도 많이 들었고요. 평소보다 수업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은 수업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학년, 1차면담, 2018. 10. 23)

아울러 평소 만들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만들기에 전혀 흥미가 없는 예비유아교사들

은 만들기라는 것 자체에 처음부터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처음에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막상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처음에 지녔던 의

욕을 상실하고 점차 걱정이 심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저는 만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흥미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막막해요. 수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어렵게만 느껴지고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론

수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1학년, 1차면담, 2018. 10. 22)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만들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의욕도 넘치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구상

대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할 지 몰라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흥미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긴 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낯 설은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

할 때 안전문제 등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3학년, 1차 저널, 2018. 10. 16)

2) 생각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이커 교육의 TMSI 모형 중 Tinkering 단계에서는 도구와 재료의 다각적인 탐색을 통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의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Making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서 결과물로 제작하게 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이 두 단계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

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낯설어 하였고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나만의 동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만들어야 할 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워요. 계획을 잘하지

않는 편이고 머리로 계획을 세워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중략).. 일단 시작하고 난 다

음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고치면서 계획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계획을 잘하지 않아요. (1학년,

1차면담,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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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목표를 세웠을 때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

다. 목표를 세워도 끝까지 마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학년, 1차 저널,

2018. 10. 16)

더 나아가 일부 예비유아교사들은 계획한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을 지니고

있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계획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계획대로 잘 안될 것 같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1학년, 1차 저널, 2018. 10. 16)

아울러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을 수립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또 다른 어려

움을 나타내었다. 이는 계획할 때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실행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계

획과 실행이 별개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막상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지 걱정

돼요. (1학년, 1차면담, 2018. 10. 23)

생각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생각했을 때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나에서 막히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않는다. 친구들

말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답답하다. (1학년, 1차 저널, 2018. 10. 17)

3) 생각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메이커 교육의 TMSI 모형 중 Sharing과 Improving 단계에서는 나의 생각과 결과물을 동료와

공유하면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

의 계획을 동료에게 설명하고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

해 논의하고자 시도는 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내 문제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게 어렵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친구들과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 (1학년, 1차 저널, 2018. 10. 17)

피드백 시간에 제 생각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느라 다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아이디어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1학년, 1차면담,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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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커 교육 중반

메이커 교육이 진행되면서 예비유아교사는 처음에 보였던 거부감과 걱정의 모습에서 벗어나

흥미를 나타내고 더 잘 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수립하면서 다음 순서까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생각이 보여요.

메이커 교육은 무언가를 잘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사고와 실천력, 도전정신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있다(강인애 등, 2017). 메이커 교육이

진행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만들기에

소질이 없거나 만들기에 흥미가 전혀 없었던 일부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우 처음에는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거부감이나 걱정을 표명하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기에 흥미를 느끼고 수

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만드는 게

신이 났고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접 생각하고 만드니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돼요. (1학년, 2차면담, 2018. 11. 12)

처음에는 만들기에 자신이 없어 흥미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만들어보니

흥미도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떻게 동화를 제작해야 하는지도 조금씩 알

것 같다. (1학년, 2차 저널, 2018. 11. 5)

해야 하는 것을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찾아요. 수업이 아닌 시간에도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작업하고 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3학년, 2차면

담, 2018. 11. 12)

아울러 예비유아교사는 매 과정마다 부딪히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보람을 느

꼈고 다음 과정을 기대하면서 더 잘 하고자 욕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변하였다.

교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가만히 앉아 책만 보는 수업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만드는 수업이라 훨씬 좋은 것 같다.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오고 즐겁다. (3학년, 2차 저널, 2018.

11. 7)

처음 동화를 제작해보는 건데 재미있고 이해도 잘되는 것 같아요..(중략).. 원래 발표나 설명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학년, 2차면담, 2018. 11. 13)



예비유아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모형 적용에 따른 변화 탐색

107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중략)..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좋아요. (3학년, 2차면담, 2018. 11. 14)

2)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요.

메이커 교육에서 Making은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한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제작하

는 과정으로 계획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에 예비유아교사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에서부터 어려워하거나 계획은 세웠으되 실행에서 막히는 모습. 계획과 실행이 별개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Making과 Sharing, Improving의 단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

은 아이디어 접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서 많은 예측과 대안이 포함된 구체

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만들 때 계획을 잘 안 세우는 버릇이 있었는데 동화를 제작하면서 계획을 단계별로 하지 않으면 진도

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1학년, 2차 저

널, 2018. 11. 5)

한 가지를 만들고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우선순위들을 정해 놀잇감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

이 든다. (3학년, 2차 저널, 2018. 11. 6)

움직이는 수업이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중략).. 익숙하지 않다는 불안감

과 염려는 없어지고 해결방안을 먼저 생각해요. (3학년, 2차면담, 2018. 11. 12)

예비유아교사들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재현해보는 과정에서 막막하거나 더 나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모습도 나타내었다.

수업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다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중략).. 정해진 대로 수업하

는 것보다 다음에 해야 할 일과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 예상하고 머리에 그리게 되었어요. (3학년,

2차면담, 2018. 11. 12)

처음에는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치수를 정하고 필요한 품목을 작성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순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3학년,

2차 저널, 2018. 11. 6)

하드보드지나 부직포로 샘플을 만들어 보면서 완성될 교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고요..(중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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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3학년, 2차면담, 2018. 11. 12)

3) 생각을 말하고 들으니 문제가 해결돼요.

메이커 교육에서 Making과 Sharing, Improving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나 단절됨이 없이

연속선상에서 뒤섞여 발생될 수 있다. 이 가운데 Sharing은 결과물을 동료학습자와 공유하고 서

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이 과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임하는가에 따라

결과물의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메이커 교육이 진행되면서

소통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Sharing의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하였다.

처음에는 만드는 것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고 복잡했는데 친구들과 뭉쳐서 하나씩 해결해 가니까

점점 어려운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친구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해되는 게 많아서 재미있어요.

(1학년, 2차면담, 2018. 11. 14)

혼자서 만들라고 했다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을 수도 있는데 서로 소통하니까 문제가 해결

돼서 좋았어요. 처음과는 다르게 더 좋은 자료를 선택하고 쓰는 것 같이 자료선택의 기준이 넓어졌다는

게 좋았어요. (1학년, 2차면담, 2018. 11. 13)

또한 Sharing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와의 아이디어의 공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하였고 그 안에서 나누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나만의 동화인데 계획하고 만들다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조언을 구했는데 나와는 다른 생각,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견들이 나와 놀랍고 도움이 많이

됐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동화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1학년, 2차 저널, 2018.

11. 5)

수업시간에 졸리면 그냥 졸았어요. 그런데 조별로 의견을 내고 조 안에서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

라 각 조 아이들이 우리 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덧붙여주잖아요. 그때 서로의 이야기

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도 점점 발전하는 것을 느꼈어요.

(3학년, 2차면담, 2018. 11. 12)

목표와 계획이 자꾸 달라져요. 친구들의 피드백을 듣고 계획을 수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런데 동화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1학년, 2차면담, 2018. 11. 12)

아울러 예비유아교사들은 동료 학습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도 즐거움을 느

끼고 있어 다른 교과에서와는 다르게 동료 학습자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기쁘

게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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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이야기해줄 때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중략).. 이제는 이해도 되고 내가 친구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많아졌어요. (1학년, 2차면

담, 2018. 11. 13)

다른 수업에서와는 다르게 친구들 모두 잘되도록 내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줄 수 있어서 좋다. 다른

친구들도 내 문제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답을 해줘서 고맙고 보기 좋다. 우리 모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만드는 게 신이 난다. (1학년, 2차 저널, 2018. 11. 5)

3. 메이커 교육 후반

메이커 교육 후반에 접어들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이 보였던 흥미와 욕심은 교과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는 것이 익숙해짐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다양해졌고 대처 또한 빨라졌는데 이는

동료들과의 소통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하였다.

1)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참여해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매체나 놀잇감은 그들의 발달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되는 것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메이커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구와 재료의 사용

법만을 익힌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기술을 바탕으로 주어진 재료와 도구

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은 물론 매체나 교구의 교육적 목표까지 고려하여 동화매체나 놀

잇감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매체나 교구의 제작을 위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왔던 예비유아

교사들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다.

내 계획대로 나만의 동화를 만드는 것도 좋고 내 동화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나의 이해도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 수업이 재미있고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1학년, 3차 저널, 2018. 12. 3)

이번 과목에서는 내 생각과 아이디어와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서 동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내 생각에 대한 친구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동화에 대한 이해도

커지는 것 같다. (1학년, 3차 저널, 2018. 12. 3)

이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졌고 수업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

로 참여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교육적 목표에 적합한 완성도를 높

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책으로만 수업할 때는 집중도나 흥미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직접 만들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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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흥미도 더하는 것 같아요..(중략)..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만드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어요. (1학년, 3차면담, 2018. 12. 4)

처음에는 기간 안에만 교구를 만들어낸다는 안일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면 할수록 제대

로 완성하고 싶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3학년, 3차 저널, 2018. 12. 3)

평소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계획한 것 보다 더 다양하고 유아들이 재미있게,

...(중략)... 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 수업이었어요..(중략)..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시간마다 찾아

가 만들고 있는데 내 모습에 놀라요. (3학년, 3차면담, 2018. 12. 3)

더 나아가 이러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는 해당 교과수업에 대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

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메이커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소감이나 호불호 등의 소극적인 내용 대신

자신이 느낀 미비점과 함께 다음 메이커 교육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주도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목재를 다루고 가공하는 도구를 다루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어요..(중략).. 인원이 많

은 것 보다는 적은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조별 인원이 조정되면 좋겠어요..(중략).. 다음번에도 메이커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잘하는 걸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3학년, 3차면담, 2018. 12. 3)

평소보다는 다양한 재료가 제공되었으나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만 개선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3학년, 3차 저널, 2018. 12. 3)

2) 계획과 문제해결이 생각으로 가능해요.

Making과 Sharing, Improving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도

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익숙해짐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들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해

결해나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교구를 만들다보면 생각과 다르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계획과는 다르게 차질이 생길 때도 있다..(중략)..

이럴 때마다 문제해결방안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생각도 빨리 떠오르게 된다. (3학년, 3차 저널, 2018.

12. 3)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중략).. 예전에는 문제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

해야 할 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1학년, 3차면담, 2018. 12. 3)

동화를 만들면서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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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평소보다 다양하게 생각하고..(중략).. 이전보다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문제해결도 쉬워진 것

같아요. (1학년, 3차면담, 2018. 12. 4)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 결과물로 가시화되고 잘 하고 싶은 동기까지 덧붙여지면서 예비유아

교사들은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보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만들어야할 지 어렵기만 했는데 하나씩 해나가면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중략)...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게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이런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1학년, 3차면담, 2018. 12. 3)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하기도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점점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까? 라는 고민을 스스로 하게 된 수업이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3학년, 3차 저널, 2018.

12. 4)

3) 서로 생각을 나누면 발전해요.

메이커 교육 후반에 접어들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Sharing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의

공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Sharing의 장점에 대해 동의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Sharing에 대해 믿고 기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예전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중략)..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고

변형해서 만들어보게 돼요..(중략).. 이렇게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어서 좋아요. (1학년, 3차면담, 2018.

12. 3)

아울러 Sharing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 더 나아

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완되거나 확장되는 것을 반복

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수정’이나 ‘변경’에 대한 생각이 ‘지적’에서 ‘보완’이나 ‘발전’으로 달라

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원래 무엇을 고치라고 지적을 받으면 ‘왜 수정하라고 해!’라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수업은 늘 아이디어를 보태고 수정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이 지적이라기보다는 내 아이디어가 확장되

고 발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고 실수했던 부분을 알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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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3차 저널, 2018. 12. 3)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마음이 커졌다. ...(중략)...다른 친구의 관점과 시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수용하

는 마음이 커져서 협력하는 화합의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3학년, 3차 저널, 2018. 12. 3)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을 운영하여 그 변화를 탐색해 봄으로서 메이

커 교육의 유아 교육적 적용과 활용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는 잘 할 수 있을까란 걱정과 거부감에서 벗

어나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메이커 교육 초기

예비유아교사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와 의욕도 있었지만 낯섦에 대한 거부감과 걱정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는 잘 만드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매 과정마다 부딪히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처음에 보였던 거부감과 걱정

의 모습에서 벗어나 흥미를 나타내고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예비유아

교사들은 메이커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은 물론 매체나 교구의 교육적 목표까지 고려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보 메이커인 학습자들이 익숙지 않은 메이커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수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한 윤혜진(2018)의 연구 결과에서 그 이유를 예측해볼

수 있다. 윤혜진(2018)은 숙련된 메이커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초보 메이커일수록 교사의

주도적인 개입과 전략실행을 통해 학습자의 메이커 활동 몰입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초기 메이커 학습자들이 낯선 활동에 대한 적응으로 학습 자체에 대해 몰입도가 떨어

질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낯설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메이

커 교육의 적용에서 교수자는 메이커 교육 실행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줄만한 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흥미와 욕심이 교과에 대한 이해로 전이되는 양상은 체현된 인지론(이규일, 2014;

Damasio, 2007)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즐거움, 흥미, 호기심과 같은 재미와 몰입을 느끼는

학습상황에서 능동적 동기유발로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신체를 활용한 활동이 머릿속 인지활동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교과교

육 안에서 메이커 교육 활동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

타나는지에 대한 후속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이커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는 생각은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에서 벗어나 계획 변경 및 수정이 자신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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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메이커 교육 초기 예비유아교사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 모두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를 걱정하여 시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계획과 실행이 별개인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 접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계획

을 수립하고 다음 순서까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문제점 발견,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이 익숙해지고 잘하고 싶은 동기까지 덧붙여지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해결방안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대처 또한 빨라졌다.

이러한 학습자의 변화와 관련하여 Martin(2015)은 메이커 교육 경험이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로

의 변화 및 성장과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실패의 경우 이를 경험하더라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 도전 과정을 통해 성장 지향적 사고방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제해

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실수 혹은 실패는 학습자의 새로운 능력과 영역의 개발을 이끌고 경험토

록 하는 가치 있는 학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Smith, 2016)는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계획과 수행,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험적 놀이로 접근한 결과 체계적 절차

를 구현해 내는 컴퓨터적 사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가능함을 밝힌 연구(Martin, 2015)는

꼼꼼한 계획 수립과 다음 순서의 예측이 가능해 졌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에서 교수자는 메이커 교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을 격려하며 적절한 개입

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메이커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메이커 교

육 초기 예비유아교사는 동료 학습자들과 나눔의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과 동

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아이디어를 나눈 후 결과물의 질에서 확연한 차

이가 나타남을 경험함에 따라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주고받

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메이커 교육 후반에는 동료들과의 소통이 자신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에 대한 생각이 ‘지적’이

아닌 ‘보완’이나 ‘발전’으로 달라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강인애, 김명기(2017)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습자가 활동과정과 결과를 공유

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 일반적인 설명에 주의 점을 덧붙여

동료의 구체적인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와 같은 타인을 이해하며 소통을 시도하는 긍정적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Schon, Ebner 그리고 Kumar(2014)는 메이커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협력, 의사소통, 책임감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동

료 간 소통에서 즐거움과 더 나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내용

으로, 메이커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 측면을 의미 있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문제 해결방법의 다양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메

이커 활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메이커임을 인식하고, 메이커로서 자율적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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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주도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메이커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측면으로 발전하게 된다(강인애, 김명기, 2017; 윤혜진, 2018)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에서 교수자는 메이

커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의 소통을 격려하고 적절한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에서 기술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대학에 적용되었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과 메이커

교육 적용이 가지는 효과의 차이측면에 대해 제언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선행연구동향에 있어 TBL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와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효과(노영,

2013; 윤옥한, 이윤옥, 2014; 임소희, 2015; 장우심, 2016; 황순희, 2014)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다음으로 FL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와 만족도, 학습동기, 비판적 사고능력과 관련하여 효과(김

은주, 2015; 손은주, 박정혜, 임인철, 임용, 홍석우, 2015; 양정임, 2017a; 양정임, 2017b; 정성희,

곽민정, 2017)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PBL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능

력,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효과(강승주, 김은주, 신혜진, 2016; 이승은 김영미, 2018;

조은주, 2016)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학에서 활발히 실행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업성취,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 주요 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메

이커 교육은 기존의 교수방법에서 주요 효과로 다루어지지 않는 측면, 즉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계획성, 동료 간 소통에 대한 능동적 태도 등의 효과로

의미 있는 시사점들이 도출 된 바 추후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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