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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4차 산업 명시 는 테크놀로지에 한 기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SW교육 STEM융합교육과 연계된 메이커교육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다. 한편 메이

커교육에 앞서 선결되어져야 할 과제로는 테크놀로지 심 근보다는 교육방법  근이 필요하고 참여자의 흥

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비교사를 상으로 단순

히 메이커 활동을 안내하기보다 흥미와 공감을 갖고 스스로 능동 인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학 심 

Reading & Maker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 다. 연구결과 로그램 용 후 메이커 인식조사 결과는 사

검사보다 통계상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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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alls for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creatively based on basic literacy for 

technology. These capabilities can be enhanced through the maker education linked to SW education STEM con-

vergence education. Meanwhile, one of the tasks that must be set prior to the maker education is to take an edu-

cational approach rather than a tech-centric approach and consider ways to stimulate interest and motivation of 

the participa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and applied an engineering-oriented Reading & Maker ed-

ucation program to prospective teachers so that they could participate in active making activities on their own 

with interest and sympathy rather than simply guiding maker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maker education recognition survey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

provement(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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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의 사회·경제 구조에 뉴 테크놀로지의 출 은 큰 

향을 끼쳐왔다. 로 증기기 의 등장은 제1차  산업

명을, 지동력의 등장은 량생산체제의 제2 차 산업

명을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오늘날 제3차 산

업 명을 각각 야기하 다.

지난 2016년 1월 스 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

음 언 된 제4차 산업 명은 제조업과 ICT기술의 융합

을 통한 생산성 명의 시 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로 , 3D 린터 등이 표 인 기술이다. 많

은 문가들은 4차 산업 명으로 로벌 산업구조에 상

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망하 는데, 5년 내 선진국

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17], 2030년 에는 

재의 직업  60%가 사라질 것으로 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 에서 가장 요시되는 교육부문의 과제는 미래 인재 

육성 방법이다. 미래사회는 복합문제 해결능력  인지능

력 등에 한 높은 요구와 함께[17], 다수의 망 보고서

에서도 ‘컴퓨터/IT’  STEM분야의 지식이 효율 인 업

무수행을 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0]. 창의융합인

재는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 습득이 아닌, Learning by 

Learning, 업과 소통을 통해 창의   융합사고를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4차 산업 명시 에 보편화

된 뉴 테크놀로지에 한 소양과 숙련을 갖춘 사람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경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련분야의 다양한 진흥정책을 만

들어 끊임없는 경쟁유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통해 직 인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학·기술의 비 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7]. 

이와 같은 미래인재 양성을 해서는 STEM, 

STEAM 융합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메이커 운동과 

하게 연 되어 있다. 메이커 운동이란 개인들이 일상

에서 창의  만들기를 실천하면서 이에 한 경험과 지

식을 공유하는 DIY(Do-It-Yourself) 문화의 발 된 형

태로 산업 반으로 확  되는 것을 말한다. 

메이커란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데스크톱 제조 기계

를 사용해 시제품을 만들며 본능 으로 자신의 창작품

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

하지만 메이커 운동이 넘어야 할 시 한 과제로는  테

크놀로지 심(centric)의 근보다는 교육방법  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에 사물인터넷, 3D 린터, 

로  등의 장비를 공 하고 내용·기술  지식을 달하는 

것으로는 창의  사고를 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학

습자 학습을 향상시키기 해 이러한 도구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도구에 한 기술 심의 강조가 아니

라[11], 신 과정과 결과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것[2]

은 과거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강조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습자가 흥미와 공감을 갖고 메

이커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학습맥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교육 장에서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장교사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

서 비교사들에게 정  메이커 교육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남녀노소 구나 이야기에 쉽게 몰입하게 

되는데, 동화를 읽고 난 후 이야기 속 문제 상황에 공감

하고 문제해결을 해 메이커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능동  학습자 참여를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사를 상으로 단순히 메이

커 활동을 안내하기보다 흥미와 공감을 갖고 스스로 능

동 인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학 심 

Reading & Maker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공학교육

공학의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를 들어 

Wulf(1998)는 공학을 제약 조건 상황 속의 디자인 활동

이라 하 으며[19], 문 (2008)은 자연의 산물을 인간

에게 유용하게 변환시키기 해 과학과 기술을 응용하여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 다[6].

미국의 메사추세추주 교육부는 공학교육의 요성을 인

지하고 2001년부터 K-8학년, 2006년부터는 K-12학년에 

확장 된 과학/기술/공학 교육과정 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공학-기술을 다음과 같이 표 하고 있다[5].

‘과학은 자연세계를 이해를 추구하며 해답을 찾

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로 한다. 

공학은 발견된 과학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의 요

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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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학 설계의 결과물로서 사회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기 해 기술자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에 따르면 

등교육 맥락에서 ‘과학’은 의로 통 인 자연과학

을 뜻하지만 의로 ‘공학’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특정

한 인간 문제에 한 해결책을 얻기 한 체계 인 디

자인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기술을 

오늘날의 컴퓨터  통신 장치와 동일시하는 좁은 의미

를 넘어 모든 유형의 인간이 만든 시스템  로세스

를 포함하여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8]. 

이와 같이 공학은 과학  기술과 한 연 성을 갖고 

있는 데, 미국의 Engineering in K-12 Education(2009)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 인 K-12 공학교육 원리를 제시하 다[7].

A. K-12 공학교육은 디자인을 요시한다.

B. K-12 공학교육은 수학, 과학, 기술에 한 지식과 

기술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

C. K-12 공학교육은 공학  사고방식, 가치 그리고 

태도를 증진해야 한다.

한편 공학교육은 공학지식 외에 공학자들이 실제로 문

제를 해결하고나 기술을 생산하는 차인 공학설계과정

(EDP, Engineering Design Process)을 요시 하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추주 교육부는 공학설계과정을 ‘문제나 필

요 확인’, ‘문제나 필요 연구’, ‘가능한 솔루션 개발’, ‘최상의 

솔루션 선정’, ‘ 로토타입 개발’, ‘테스트  평가’, ‘솔루션 

공유’ 그리고 ‘재설계’의 순환 과정으로 소개하 다[5].

한편 Portsmore(2009)는 유· 등학생이 로 을 이용

하여 공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Fig. 1)과 같

은 모델을 제안 하 다[14].

(Fig. 1) Engineering Design Process

문제인식 : 문제 제시, 문제해결에 해 필요 한 것 

알기, 제약 사항의 악

연구조사 : 아이디어 탐색, 인스토 을 통한 다양

한 해결 방안을 조사. 아이디어 선정  계획 단계는 

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창작단계 : 아이디어에 의거 로 을 조립

실행하기 : 테스트 수행

재설계 : 잘못된 것을 찾고 수정하기

공유하기 :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활동.

등학생부터 문 엔지니어까지 공학설계과정의 수

은 다르지만 공통 인 수행요소가 존재하는데, 미국 

NGSS(The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2013)

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요소로 선정하 다[9].

A. (문제 정의) 성공을 한 기 , 제약 는 한계 측

면에서 가능한 한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시하기

B. (솔루션 디자인) 다양한 솔루션을 생성한 다음, 어

떤 솔루션이 문제의 기 과 제약을 가장 잘 충족하는지 

보기 해 평가하기

C. (솔루션의 최 화) 체계 으로 솔루션이 테스트되

고 정제되는 과정을 수반하며, 요한 것을 해 보다 

덜 요한 기능을 교환하면서 개선하기

여기서 요한 것은 핵심요소들이 항상 차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단계에서든, 문제를 재정의 하거나 해결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체할 새로운 솔루션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인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학수업에서 요한 

것은 학습활동의 결과는 다양하고 정답이 없다는 데 있다. 

즉, 성공하든 실패하든 문제해결을 한 다양한 학습

자의 활동결과를 인정하고 과정  측면에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2.2 메이커교육 연구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메이커스페이스 설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367개소 확충 정이다. 메이커스페이스 안에서의 교육

은 일반 인 교육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달

식의 교육이 아니다. 학습자가 첨단기기를 활용 하여 

극 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방식

이다. 즉, 메이커 교육은 제작 경험을 통해 창의 인 개

인의 아이디어를 제품화 하는 경험을 강조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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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잡지의 창립자로 메이커 운동의 태동에 향을 

 데일 도허티에 따르면, 메이커 운동은 경험  놀이

(experiential play)에서 기원한다. 경험  놀이란 사물을 

분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심지어 제조업자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이

러한 도 , 시도는 험을 동반하고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

지만 한편 반복을 통해 신  성과를 얻게 할 수 도 있다.

일반 으로 학생들은 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통  교실 문화에서는 표 화된 

평가를 통해 하나의 실패한 경험이 끝이 되는 반면 메이

커교육에서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도 과 목표가 된다[4].

이와 같은 개방된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이 에

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원래의 

개발자가 결코 상상조차 않았던 방식으로 기존 제품에 변형

을 가할 수도 있다[3]. 개념에서 실에 이르는 실제 인 메

이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지혜와 인내를 가르

칠 수 있다. 한 배움을 이해하는데 도와주며 통  시험 

평가 없이도 일련의 목표 숙달을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많은 교사들은 메이커교육이 핸즈온(hands-on)

기반의 창작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

기도 하지만, 질서 있는 교실문화를 요시하는 통  

교실환경을 해친다는 불편한 시각도 동시에 갖고 있다.

도구  측면에서도 메이커교육 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부분 일회성 연구/워크 을 통해 기· 자과학

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서 

보드, 로 , 피지컬 컴퓨 , 3D 린터 등의 도구를 배우

고 응용하는 도구 심 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

다. 를 들어 메이커 교육 도구로 스크래치와 엔트리 등

의 SW 랫폼에 센서보드나 아두이노와 같은 피지컬 컴

퓨  도구[15]를 활용하여 기 인 기· 자 응용활동

을 시도하 다. 로 은 주로 메이커 교육활동보다는 SW

교육, 과학과 수학교육의 학습교구로 활용되었다[16][12]. 

따라서 도구 심이 아닌 교수방법 심의 메이커교육과 

통  교실환경에 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3. 연구방법

3.1 프로그램 개발 방향

첫째, 도구 심에서 공학 심으로 패러다임을 수정하

다. 즉 기존의 메이커교육이 로 과 피지컬 컴퓨  등

의 도구의 기술  는 기계  내용을 습득하고 응용하

는 도구 심 근이라면 본 연구는 다음 (Fig. 2)와 같

이 E-IPCI 공학설계과정에 따라  문제해 차를 몸에 익

히는 것을 강조하 다. Reading 활동 후 등장인물의 문

제 상황에 한 공감(Empathy)은 Reading과 Maker활

동을 연결하는 출발 이 된다. 

(Fig. 2) E-IPCI Learning Model

둘째, 메이커교육활동의 학습맥락으로서 동화 Reading과 

연계하여 미션을 제공하 다. 학생들은 짧은 동화를 읽고 

주인공이 처한 문제 상황에 해 공감한 후 WeDo로 과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요청 받았다. 

셋째, 메이커교육활동의 도구로 스크래치, Lego WeDo로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 다. 자원은 박스, 실, 은

박지, 젓가락, 선, 못 등 주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

품을 추가 하여 실제 으로 공학활동을 체험하도록 하 다. 

넷째, 소양교육과 메이커교육으로 개발하 다. 소양교

육에서는 WeDo로 의 부품, 원리 이해 그리고 로그

래 을 바탕으로 기 인 공학설계과정을 체험하도록 

하 고 메이커교육에서는 동화와 연계한 공학설계과정

을 수행하도록 하 다.

3.2 연구절차

연구 상은 C교육 학교 컴퓨터교육과 3학년 26명(남자 

8명, 여자 18명)으로 1-2학년 때 교양  교직과정을 통해 

스크래치와 같은 SW도구에 한 사  경험을 갖고 있었

다. 하지만 WeDo로 은 모든 학생에게 생소한 도구 다. 

모든 학생은 개인별 WeDo 1set를 제공 받았으며 소

양교육은 개별 활동, 메이커교육은 2인 1조로 E-IPCI 

학습모델에 따른 로젝트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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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은 매주 3시간씩 총 6주(18시간)동안 다음 

<Table 1>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No Category Activity Content

1

WeDo 

literacy 

education

[Basic activity]

-Exploration of principle about a block, a 

gear, a pulley etc

2

[Creating a moving device]

-Creation of a door to protect from the 

enemy

3
[Coding activity]

-Command block, flow, motor, sensors

4
[Automation device project]

-An automatically-moving door

5
Reading

&

Maker

education

[Justine McKeen, Queen Of Green]

-Creation of garbage collection and 

collection device

6
[I like me]

-Creation of an electric wheelchair

7
[Bok-sil-i and potato thief]

-Creation of a burglar alarm device

<Table 1> Weekly Education Activity

3.2.1 소양활동

1주차는 WeDo로 의 블록, 기어 그리고 도르래를 탐

색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먼  다

양한 크기의 기어를 탐색하고 기어 틀(Fig. 3)을 제작한 

기어의 운동에 따른 회 방향, 회 속도의 계를 알고, 

크기가 다른 기어의 운동에 따른 힘과 속도의 비례 

계를 체험하 다. 한 톱니기어 외에 웜기어와 바벨기

어 등도 실습하 다.

(Fig. 3) Gear Frame

도르래 부품을 탐색하고 도르래 틀을 다음 그림과 같

이 제작한 후 도르래와 회 방향, 도르래와 회 속도의 

계를 비교하도록 하 다. 한 도르래의 크기에 따른 

계도 비교하도록 하 다.  

(Fig. 4) Pulley Frame

2주차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 부품들을 Lego Bricks

과 함께 조립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장치 만들기로 구

성하 다. 한 로 정조 왕이 축성한 화성의 장안문에

서 군의 침임을 막기 한 미션을 제시하면 성문을 

열고 닫는 여러 장치에 해 상상하고 스 치 한 다음 

기어 장치를 이용하여 구 해보도록 하 다. 이때 성문

의 종류는 상상-계획의 활동에 따라 기어(톱니, 웜, 바

벨)나 도르래의 활용 장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3주차는 조립한 WeDo 로 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명령블록, 센서  모터를 제어하는 로그래  실

습을 하 다.

4주차는 2주차에 제작한 움직이는 성문을 센서, 모터 

그리고 로그래 과 결합하여 자동으로 동작하는 실습

을 하 다. 

3.2.2 메이커교육활동

5주～7주는 습득한 WeDo기술소양을 바탕으로 실제 

메이커교육활동을 체험하는 단계로 책 읽기는 사  과제

로 제시하 고 강의 시작과 동시에 수행미션을 제시한 후 

E-IPCI모델에 따라 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요청하 다. 

5주차 ‘페트병 온실(원제:Justine McKeen, Queen Of 

Green)’ 동화는 다음 (Fig. 5)와 같다.

먼  ‘공감하기’ 단계는 ‘문제 상황’이 포함된 장면을 

다시 제시하고 주인공이 처한 문제를 공감하고 도와주

기 한 과제(Fig. 6)를 제시하 다. 

‘상상하기’ 단계는 2인 1조로 을 이루어 다양한 분

리수거 장치를 상상하고 ‘계획하기’ 단계는 (Fig. 7)처럼 

상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 알고리즘과 구 방법에 

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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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roduction of Fairy Tale

(Fig. 6) Step 1. Sympathy of Problem

‘창작하기’ 단계는 WeDo로 에 다양한 재료, 부품 그

리고 센서를 결합하고 로그래 을 통해 자동화된 장

치를 개발한다. 

(Fig. 7) Step 3. Algorithm Design

다음 (Fig. 8)은 WeDo로 제작한 쓰 기 분리수거 장

치를 구 한 사례이다. 쓰 기를 컨베이어 벨트 에 올

리면 쓰 기가 이동하게 되고 조이스틱(기울기 센서) 장

치를 이용하여 다른 방향으로 분리 배출하게 된다.

(Fig. 8) Step 4. Create a Device

‘개선하기’ 단계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개발 과정 

 결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메이커 활동에 한 아이

디어를 도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피

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제작한 결과물을 좀 더 정교

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

음 (Fig. 9)은 스틴과 친구들이 놀라지 않게 쓰 기 

분리수거 장치를 꾸며 개선한 사례의 이다.

(Fig. 9) Step 5. Improve a Device

3.3 검사 도구

개발한 공학 심 Reading & Maker교육 로그램을 

비교사에게 용한 후 로그램에 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 다. 검사도구로 Wiebe(2003)의 컴퓨터과학 인

식 조사도구를 수정·번안하 다[18]. 

원래 컴퓨터과학, 로그래  그리고 성별차이를 묻는 

총 5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메이커교육과 련한 자

신감(confidence), 유용성(usefulness), 동기(motivation) 

역의 총 15문항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검사 문항은 5단계의 Likert 5단계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결과 분석을 해 1-5까지의 등간척도로 변환하

다. 검사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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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Reading & Maker 활동  결과 사례

다음은 6주차에 수행한 ‘경사로 오르는 휠체어’를 구

한 이다. 랙은 톱니가 달린 평평한 막 가 원형 기

어에 맞물려 있는 형태로 회 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

환시켜 다. 따라서 랙의 동작원리를 이용하여 경사로

를 쉽게 오를 수 있게 된다.

다음 (Fig. 10)은 경사로를 오르는 휠체어의 시이다. 

미디움 모터(2륜 구

동 방식)를 이용하여 

경사로를오르내리

도록 함

체어를 작동시키

면 기어부분이 경사

로의 랙에 닿고 오르

막을 쉽게 이동하도

록 도움

(Fig. 10) The Example of Wheel-Chair

4.2 메이커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본 연구는 비교사들에게 공학 심 Reading & 

Maker교육 경험을 통해 메이커교육에 한 사 사후 

인식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Table 2>와 같다.

Time N M SD t df Sig.(p)

Pre-Test 26 3.35 0.43 -11.8

5
25 .000

Post-Test 26 4.27 0.64

<Table 2> Results of the Pre and Post-Test

메이커교육에 한 인식조사 검사 결과 사 검사는 

평균 3.35, 표 편차 0.43, 사후검사는 평균 4.27, 표 편

차 0.64로 나타났으며, 응표본 t검증 결과 검사 시기에 

따라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5). 즉 공

학 심 Reading & Maker교육 로그램이 메이커교육

에 한 정  인식을 형성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젝트 종료 후 별로 작성한 

디자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로젝트를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로 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 막힐 때도 있었고 

완성 후에 제 로 작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

었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내서 스크립트를 완

성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  할 수 없을 만큼 기뻤

다.” -A조

“머릿속에 있던 알고리즘을 실제로 로 으로 

구 할 때 명령이 잘 안 듣거나 하는 경우 등 어

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실

제로 구 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 C조

“처음에 상상한 분리수거 장치를 디자인 작업

할 때는 어떻게 조립하고 어렵고 동작시켜야 할

지 막막했지만, 동료와 력하고 반복되는 실수

를 해결하면서 완성하여 뿌듯함을 느 다.”-D조

의 반응처럼 로젝트에 참여한 부분의 

학생들은 동화 속 주인공을 도와주는 장치를 직

 만드는 활동에 정 인 반응을 보 다. 그리

고 메이커교육 활동 속에서 공학설계과정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찰되었다.

5. 결론

뉴 테크놀로지의 출 은 인류의 문화, 경제, 사회 등 

생활 반에 큰 향을 가져왔고 인공지능으로 표되는 

제4차 산업 명시 의 도래는 량의 지식 습득을 강조하

는 통 인 교육패러다임에 신  변화를 고하고 있

다. 실제 향후 수년 내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재의 직업의 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란 문가

들의 망은 교육 종사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미래인재는 비  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

결을 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  문제해결역량을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한다[20].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공학교육과 메이커교육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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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비교사가 능동 으로 

메이커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학 심 Reading 

& Maker 교육모델인 E-IPCI모델과 이에 기반을 둔 소

양교육과 메이커교육으로 구성된 7차시 로그램을 개

발하 다. 개발 로그램은 비교사 26명에게 부 공 

시간을 활용하여 6주간 용한 2인 1조로 용되었다. 

연구 결과 사후 메이커 인식조사는 사 검사보다 통

계상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p<.000). 즉 공학 심 

Reading & Maker교육 로그램이 메이커교육에 한 

정  인식을 형성시킨 것을 알 수 있다. 한 별 작

성한 디지털 에서도 정 인 반응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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