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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SW기반 메이커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블렌디드 러닝 전략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후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 흥미도의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온라인 교육을 위한 SW 메이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간 쌍방향을 포함하는 라이브세미나형 수업과 온라인콘텐츠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지원제공형 수업
으로 각각 적용하였다. 사전, 사후로 나누어 두 전략에 따른 학생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 부분에서
는 라이브세미나 형태가 긍정적 효능감과 전체 평균 변화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습동기 부분에서
는 라이브세미나 형태가 자신감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흥미 부분에서는 지원제공형 형태가 도구적 흥미
와 긴장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에서 기존 대면상황과 같은 메이커 활
동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간 공유 시간 증대와 통합적인 학습 환경, 탐색시간과 학습 자료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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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s Online SW-based maker education in terms of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in-
terest after applying differently according to blended learning strategies. First, a SW maker program for blended
learning was developed and applied as a live seminar-type class including real-time interactive and a sup-
port-providing class consisting of online content and Q&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tu-
dents according to the two strategies divided into pre- and post- survey, in the self-efficacy par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sitive efficacy and the overall part, and in the learning motivation part, the live
seminar form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fidence part. In the interest part, the support-providing form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in the instrumental interest and nervous part. In order to maintain the ef-
fect of maker activities like existing face-to-face situations in Online learning,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haring
time between students, an integrated learning environment, and sufficient provision of exploration time and learn-
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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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DIY에서

시작한 메이커운동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와 맞물려 메이커교육으로 발전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서울, 경기도, 충청, 부

산, 경북, 경남 등 각 교육청에서 지역형 메이커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8].

그러나 지난 2020년에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메이

커교육의 침체기를 가져왔다. 개인의 창작이 아닌 협업

과 공유를 통한 창작이란 모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

진하였던 내용은 온라인 교육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기존의 교과 내용을 학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교사-학생 대면 시간이 줄어들고 비대면 시간이

늘어나 노작 활동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와 비슷한

신체적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메이커 교육 역시 투입

시간이 절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교과들이 온라인 교육과 블

렌디드 러닝을 통해 새로운 교육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

고 메이커교육 역시 새로운 형태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아직은 대학교 수준에서의 온라인 메이커교육,

블렌디드 메이커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과 방법을 개발

한 연구가 있을 뿐 초등학교 학습자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온라인 SW 기반의 메이커 교육을 블렌디드 학습

전략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다양하게 비교하여 확인

해보고자 한다[11, 19, 20].

2. 이론적 고찰

2.1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은 DIY(Do It Yourself)에서 발전한 메이

커운동을 교육현장으로 들여와 시작한 개념이다. 메이

커는 본래 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하면서 만들어가는 활동이며 교육 내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

육 방법 중 하나이다[6]. 메이커교육은 미래 교육의 하

나로 분류되어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의미가 크다[5]. 메이커교육은 미래 사회의 개방과 공유

의 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실제 교육에서도 많은 효과

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만들기라는 과정 속에서 실패

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1].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면서 몰입할 수 있으며 자신감과 같

은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22].

실제로 이창윤, 홍훈기(2018)의 연구에서는 화학 기반

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내적 동기의 향

상을 가져왔음을 밝혔다[16]. 김종두(2019)의 연구에서

는 메이커교육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10]. 김순식(2019)의 메

이커의 과학수업에의 적용 논문에서는 학습 동기가 유

의미하게 효과적이었고 흥미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12]. 강봉숙, 정영미(2019)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에 대한 효능감을 증

가시켰으나 반면에 흥미에는 영향이 없었다[7]. 흥미에

대한 추가 연구 중 김성인 외(2019)와 고학능, 이영준

(2019)에서는 메이커 프로그램에서 흥미의 향상이 없었

음을 밝혔다[3, 13]. 기존의 연구에서 여러 메이커 교육

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대체적으로 자기효

능감과 동기의 상승을 확인하였지만 흥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흥미

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보여주었으나 일반적인 교육상

황에서 이뤄진 바,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학습 전략

이 다른 경우에 메이커교육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확

인해보도록 한다.

2.2 블렌디드 러닝 전략

블렌디드 러닝은 보통 온라인과 대면 학습을 혼합하

여 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면 학습의 시간과 공간의 제

한을 보완하고 온라인 학습의 개인 학습에 대한 두려움

이나 동기유발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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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러닝의 경우 강의식과 자기주도식 등의 수업

방법의 혼합, 스트리밍과 온라인 시뮬레이션 등의 수업

전달매체의 혼합, 온라인과 면대면 수업의 혼합 등을 모

두 블렌디드 러닝으로 볼 수 있다[15].

블렌디드를 메이커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으

나 이와 유사한 STEAM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Seage

와 Türegün은 초등 STEM 교육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학습을 적용한 결

과 높은 성취도와 함께 자기 동기 부여가 있었음을 확

인했다[23].

임다미(2019)는 SW분야 메이커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블렌디드 러닝 활용 전략을 세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온라인 실습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형, 둘째는 온

라인 콘텐츠 학습과 라이브 세미나(질의 응답 등)를 포

함한 형태, 셋째는 LMS와 튜터를 활용한 지원 제공형

이다[19].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방법 중 두 번째의

실시간 쌍방향을 포함하는 라이브세미나 형태와 세 번

째의 LMS와 튜터를 활용한 지원제공형을 통해 메이커

활동을 블렌디드학습으로 실시하고 이 효과를 비교하도

록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블렌디드 학습 전략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학습동기, 흥미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

다. 따라서 블렌디드 학습 전략 중 온라인 콘텐츠 학습

과 라이브 세미나를 포함한 형태와 LMS와 튜터를 활용

한 지원 제공형의 방법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이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라이브 세미나의

포함 여부이다. 라이브 세미나를 포함하는 형태는 온라

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 부재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실습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으로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지원제공형의 경우에는 온라인 콘

텐츠를 이용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

고 모르는 부분은 질의응답 게시판 및 토론장을 이용하

여 해소하도록 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김재휘, 김동호

(2016)의 센서보드 활용 피지컬 컴퓨팅 커리큘럼을 센서

보드 대신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여 변형한 교육을 실

시한 뒤 박광렬(2019)의 메이커 기반 실과교육의 스마트

하우스 메이커 활동을 역시 마이크로비트로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적용한 프로그램은 <Table 1> 와 같다[9][

21]. 학생들은 스마트 하우스 환경메이커 활동에서 발상

하여 낸 아이디어 제품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설명과

함께 (Fig. 1)의 작품 형태로 제출하였다.

Step field Activity Contents

1
Microbit
coding

- Learn Microbit
- Basic microbit coding

2
Understandi
ng the
sensor

- Find out what is a sensor
- Find sensors around us
- Find out the parts of the sensor

3
Magnetic
sensor

- Learn how to use magnetic sensor
- Make a compass

4
Sound
sensor

- Learn how to use the sound sensor
- Pop the balloon with the sound sensor

5 Light sensor
- Learn how to use the light detection sensor
- Create a light that turns on when the
sun sets using a light detection sensor

6
temperature
Sensor

- Learn how to use the sound sensor
- Create heatwave alarm system

7
Acceleration
sensor

- Learn how to use the acceleration sensor
- Create a pedometer

8
Digital

input/output
- Learn how to use LEDs and buttons
- Create a maze game

9 Extension
- Using a breadboard and alligator clips
- Create a traffic light

10
Maker
activity

- Smart house maker activity
- Working as an environmental maker

<Table 1> Maker activity by physical computing

Smart house product

(Fig. 1) Student’s work

3.2 연구 대상 및 실험 설계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수도권 소재의 S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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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학생(95명) 네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라이브세미나 형태와 지원제공형 형태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이 중 47명에게는 라이브세미나 형태로, 나머지

48명에게는 지원제공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자

는 경력 10년 이상으로 메이커와 SW 수업을 5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은 직접 제작하였다.

모든 학생은 실과의 EPL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이

수한 상태였으며 학습에 필요한 도구는 미리 나누어주

어 자택 등 편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정규학습과정과 본 프로그램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

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

로그램 투입 전에는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흥미에 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투입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과 사

전, 사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학생 그리고 설문 응답

이 불성실한 경우를 모두 제외하고 각각 38명, 37명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실험 설계는 <Table 2>와 같다.

Group Pre-test program Post-test

Group 1   

Group 2   
,  :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Interest Pre test
,  :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Interest Post test
  : Live seminar type Blended learning
  : Support provided type Blended learning

<Table 2> Experimental Design

4. 연구 결과

4.1. 자기효능감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되 기존 형태의 라이브 세미나

블렌디드 수업과 지원제공형 블렌디드 러닝의 다른 방

법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자기효능감 검사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였고

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 검사지는

Shere et al. (1982)에 의해 만들어져 이영광, 지은구

(2017)에 의해 수정된 자기효능감척도 검사지를 이용하

였다[17]. 사전검사 결과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적용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기존 형

태의 라이브세미나형 블렌디드 러닝에서 전체적인 평균

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긍정적 효능감과 효능감 전체에

서 유의미한(p<.05)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의

동질성 검사 결과는 <Table 3>이며 사후 T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ivision Group M SD t p
Positive
Efficacy

Group 1 3.68 .819
-.068 .946

Group 2 3.70 .726
Negative
Efficacy

Group 1 2.19 .799
-.829 .410

Group 2 2.33 .731
Social
Efficacy

Group 1 2.80 .471
-.840 .406

Group 2 2.88 .317

Total
Group 1 3.16 .270

-.511 .611
Group 2 3.20 .277

<Table 3> Self-Efficacy Pre t-test

p*<.05, p**<.01

Division Group M SD t p
Positive
Efficacy

Group 1 3.80 .770
2.298 .025*

Group 2 3.40 .725
Negative
Efficacy

Group 1 2.17 .800
-1.449 .151

Group 2 2.44 .824
Social
Efficacy

Group 1 2.90 .495
.948 .347

Group 2 2.80 .442

Total
Group 1 3.25 .299

2.614 .011*
Group 2 3.08 .256

<Table 4> Self-Efficacy Post t-test

p*<.05, p**<.01

라이브세미나 형태는 지원제공형 형태에 비해 긍정적

효능감과 전체 평균 부분에서 유의(p<.05)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라이브세미나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진도

를 확인할 수 있고 동료들 또는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효능감 부분에서

라이브세미나 형태의 경우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는 대면 학습에 비해 교수자의 케어가 부족하며 지원제

공형 역시 학습자 스스로 호흡이 긴 프로젝트를 하기

쉽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회적 효

능감의 경우는 약간의 평균 차이는 있었으나 기존 메이

커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유의미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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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지 못했다[16][22]. 다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두 학습 전략 모두에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

되며 사회적 효능감이 메이커 활동 자체보다 메이커 학

습 과정에 포함된 동료 간의 작품 공유 과정에서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4.2.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Keller(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를 전수진(2016)이 번안한 학습동기 검사지를

이용하였다[4]. 해당 검사지는 주의집중력, 관련성, 자신

감, 만족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대상의 학

습동기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사용한다. 검사지를 5점 리

커트로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적용한 결과 라이브세미

나 형태에서 평균이 조금씩 다르게 상승하였으며 과제

제시형의 경우는 동기가 조금씩 하락한 것을 볼 수 있

었다. 평균의 변화는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vision Group Pre-M SD Post-M SD

Attention
Group 1 3.57 .867 3.65 .824
Group 2 3.50 .893 3.42 .793

Relevance
Group 1 3.53 .468 3.63 .577
Group 2 3.60 .612 3.49 .479

Confidence
Group 1 3.83 .663 4.09 .679
Group 2 3.92 .718 3.73 .573

Satisfaction
Group 1 3.56 .507 3.61 .361
Group 2 3.57 .493 3.54 .345

Total
Group 1 3.87 .654 4.04 .654
Group 2 3.89 .774 3.82 .525

<Table 5> Learning Motivation average

이러한 변화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에 대한 두 집단의 차

이를 공변량분석(ANCOVA)으로 실시하였다. <Table

6>과 같이 하위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자신감

부분에서 유의미(p<.05)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라이브세미나의 동료 간 상호작용의 형태가 지원제공형

의 과제에 비해 자신감을 조금 더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의집중력, 관련성, 만족감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뛰어넘

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메이커 수업의 특성상 온

라인에서는 서로 진도를 맞추기가 어렵고 난이도에 따

라 혼자 학습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메이커 프로그램을 통

해 동기가 크게 향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비대면 상황에

서는 분절된 학습상황과 공유활동의 저하로 인한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10][12].

Division s SS df MS F p

Attention

covariate .511 1 .511 .780 .380
group .916 1 .916 1.397 .241
Error 47.184 72 .655
Total 985 75

Relevance

covariate 5.004 1 5.004 23.256 .000
group .567 1 .567 2.634 .109
Error 15.493 72 .215
Total 972 75

Confidence

covariate 8.983 1 8.983 32.718 .000
group 3.031 1 3.031 11.040 .001***

Error 19.769 72 .275
Total 1177 75

Satisfaction

covariate 1.470 1 1.470 13.902 .000
group .116 1 .116 1.095 .299
Error 7.614 72 .106
Total 967 75

Total

covariate 7.453 1 7.453 29.568 .000
group .990 1 .990 3.926 .051
Error 18.149 72 .252
Total 1185 75

<Table 6> Learning Motivation covariate analysis

p*<.05, p**<.01, p***<.005

4.3 흥미도

흥미란 어떤 활동에 끌리는 개인의 경향으로 메이커

에 대한 흥미도는 OECD/PISA에서 활용한 수학교과에

관한 흥미도 조사 문항을 곽영순 외(2006)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역한 과학흥미도 조사를 SW메이커 수업

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14]. 메이커 관련 내용으

로 수정하였으며 흥미와 즐거움, 도구적 동기유발, 긴장

감, 자아개념, 학습 전략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

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태도 측면으로 보

고자 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두 반은 동질 집단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검사 범주 중 긴장의 경우에는 역문항이고

전체 평균에는 역코딩하여 반영하였다. 흥미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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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roup M SD t p
Interest and
Pleasure

Group 1 3.16 0.994
-1.686 .095

Group 2 3.53 0.862
Instrumental
Motivation

Group 1 3.62 1.003
-1.109 .226

Group 2 3.84 0.739

Nervous
Group 1 2.44 0.925

.645 .521
Group 2 2.30 0.911

Self-concept
Group 1 3.04 0.982

-.982 .329
Group 2 3.26 0.933

Learning
Strategy

Group 1 3.50 0.778
-1.690 .095

Group 2 3.79 0.708

Total
Group 1 3.38 0.761

-1.485 .141
Group 2 3.62 0.674

<Table 7> Interest Pre t-test

라이브세미나형과 지원제공형의 흥미도에서는 두 그

룹 모두 전체 평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다른 모든

범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라이브세미나

의 경우 ‘긴장’ 평균이 소폭 상승해 실시간 상황이 학생

들에게 긴장을 가져다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이브세

미나형 자체에서 이전과 대응하여 유의한(p<.05) 변화

는 없었으나 지원제공형의 긴장정도가 낮아짐으로써 반

사적으로 차이가 유의해졌다. 반대로 지원제공형이 학

생들에게 긴장을 덜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제공

형의 관점에서 이전과 대응했을 때는 도구적 흥미 부분

에서만 이전과 대응하여 유의미한(p<.05) 변화가 있었

으나 라이브세미나와 비교한 경우 도구적 흥미 부분과

긴장 부분, 전체 평균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유의미한 변

화를 볼 수 있었다. 기존 메이커 관련 연구에서 흥미가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대비해서는 블렌디드 환경

에서의 SW 메이커 활동이 제약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메이커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는 즉시적 상호

작용 상태에 놓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교수방법의 사후 검사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갑자기 다가온 외부적 요인에 의한 수업 형태의 변화

는 교사들의 학습 설계와 학생들의 배움에 많은 어려움

을 가져왔다. 특히 기본 교과보다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가 소외받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수업 방식의 개

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2]. 이러한 상황

에서 노작 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SW 메이커 활

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블렌디드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을 통해 교육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

는 블렌디드 학습 전략 중 온라인 콘텐츠와 실시간 소

통을 지원하는 라이브세미나형 방법과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통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지원제공형

의 두 가지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온라인 SW메이커

활동을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흥미도의 관점에서 그 전

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라이브세미나형은 전체적으로 평

균이 상승하였고 지원제공형은 평균이 소폭 하락했다.

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라이브세미나형의 긍정적

효능감과 전체 평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학습동기의 경우 라이브세미나 형태에서 전반

적으로 평균이 상승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습동기 중 관련성 부분이었다. 흥미도의 경우 양쪽 모

두에서 평균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나 유의미한 상승은

반대로 지원제공형의 도구적 흥미 부분과 긴장 부분이

었다.

연구를 통해 기존에 이루어지던 대면 상황에서의 메

이커 활동과 비교해 최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메이커 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블렌디드 학습

의 관점에서 기존 메이커 학습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 간 효과적 소통과 공유를 증대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분절적이지 않은 학습상황이 필요하다. 또

Division Group M SD t p
Interest and
Pleasure

Group 1 3.18 1.047
-1.911 .060

Group 2 3.62 0.933
Instrumental
Motivation

Group 1 3.71 0.792
-2.095 .040*

Group 2 4.10 0.824

Nervous
Group 1 2.67 0.850

2.193 .032*
Group 2 2.24 0.866

Self-concept
Group 1 3.10 0.896

-1.504 .137
Group 2 3.43 0.984

Learning
Strategy

Group 1 3.57 0.782
-1.799 .076

Group 2 3.87 0.655

Total
Group 1 3.38 0.683

-2.393 .019*
Group 2 3.76 0.684

p*<.05, p**<.01

<Table 8> Interest Pos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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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

분히 주고 자연스러운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소통을 하면

서도 학습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W메이커 교육에서의 두 가지 블렌디

드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메이커교육 전반

으로 일반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

이 필요하다. 첫째,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상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속도 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블렌디

드 러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대

면 수업에서 이뤄지던 수업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메이커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블

렌디드 학습의 사례나 효과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진 예가 많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과목이 여러 교수

학습방법과 결합한 사례들로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

다면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 역시 메이커 부분에서 기존

의 대면 수업의 보완이 아닌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자

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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