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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가 다양한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하여 유의

미한 산출물을 제작하고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습

자 주도적인 성격과 구성주의에 따른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학

습자가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체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실생활 속에서의 실제적 문제해결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의 고차적 사고 능력 함

양이 가능하다. 이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맥락에서 적용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메이커 교육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제작도

구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 교육 관련 주요 연구

들은 학습자의 도구 활용 능력 향상이나 학교 내에 메이커 스페이스

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탐색하

고 있다. 특히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교수자

주도의 학습 목표 설정 및 활동,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와 피지컬

컴퓨팅 도구 기능 중심의 일반적인 코딩교육의 형태에 국한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적용 측면에서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

수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의 원인 중 하나로는 교수자가 학습자 활동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상세하고 정교화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메이커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

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는 학교 교육 맥락에서 메이커 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

제 현실에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초등학교 맥락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에

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탐색하는 목

적으로 첫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을

무엇인가? 둘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

은 무엇인가? 셋째, 개발된 메이커 수업 모형과 전략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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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선

행문헌 검토를 통해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초안을 도출하였다. 다음

으로 교육공학 전문가 5인과 초등학교 교사 3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타당화를 거친 뒤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수정 및 보완하였

다. 이를 서울 소재 ‘A’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교수

자 1인과 학습자 28인의 반응과 의견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집된 양

적, 질적 자료를 분석한 뒤 모형과 전략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도출

하였다. 이와 함께 본 모형과 전략이 적용된 수업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메이커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지, 면담, 사전·사

후 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1)공감하기, 2)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3)재료 및 도구 특

성 파악하기, 4)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5)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6)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7)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및 개선하기, 8)공유하기, 9)성찰하기, 10)종합하

기의 총 10개의 단계로 구성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교수전략의

경우 메이커 교육 전반에 걸쳐서 유념해야 할 일반설계전략 6개와 23

개의 상세지침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컴퓨팅 사

고력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02점에서 71.93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t=7.349, df=27, p<.000). 메이커 정신 또한 평균 3.77점에서

4.1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t=5.967, df=27, p<.000). 이를 통

해 본 모형과 전략이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보다 최적화된 수업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 초등학교 맥락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탐색하였다

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통해 경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메이커 교육, 피지컬 컴퓨팅 도구, 수업 모형, 컴퓨팅 사고력

메이커 정신(mindset)

학 번 : 2016-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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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다양한 디지털 제작도구(Digital fabrication tool)를 활용하여 학

습자에게 유의미한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메이커 교육

(Maker Educ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강인애, 윤혜진, 황중

원, 2017; 정종욱, 2017; Blikstein, 2013; Glazewski & Mckay, 2016;

Martinez & Stager, 2013). 이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효과적 학습

을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Learner-centered paradigm of education)을 반영한다(임

철일 외, 2018; 조영환 외, 2015; Cho, Caleon & Kapur, 2015; Park &

Rha, 2018; Reigeluth, Beatty, & Myers, 2016).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구

성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들이 디지털도구,

공구 및 재료 등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인

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산출물을 만들고, 해당 산출물과 더불어 제작과

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Bevan, 2017; Blikstein, Martinez, & Pang, 2016; Dougherty, 2012;

Papert & Harel, 1991). 유의미한 산출물 제작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 경험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정교화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해결 경험으로 이어진다(강인애, 윤혜진, 황중원, 2017;

Martinez & Stager, 2014; Papert, 2000). 이상을 종합해보면 메이커 교

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제작 활동 또는 메이킹 활동(making)을 할 때 주

제, 활용 도구 및 테크놀로지, 재료, 산출물을 스스로 선택 및 결정한다.

또한 산출물의 성공, 실패에 따른 평가에 대한 걱정 없이 만들기 활동

자체에 몰입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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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이 지식, 기술을 체계화하고 구성해나가

면서 문제해결경험으로 연결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메이커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론적 연구들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학교 맥락에서 메이커 교육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Bevan, 2017; Bullock & Sator, 2015; Dougherty,

2012; Martin, 2015; Niemeyer & Gerber, 2015; Sharples et al., 2013;

Vossoughi, Escude, Kong, & Hooper, 2013). 기존의 박물관, 도서관 등

학교 밖 무형식 교육 맥락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메이커 교육에서 형식

교육인 K-12 교육 맥락에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 맥락에서 메이커 교육의 실천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디자인과 공학

적 실천,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실천(STEM)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Martin, 2015). 또한 기존의 학교 교육을

“학습자가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지?”에서 “학습자

가 배운 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과 이로 인해 생겨난 산출물은 학습자가

지식의 전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ougherty, 2012). 전통적인 학습과는 다르게 메이커 교육은 보다 학습

자 참여적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

한 상황 속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Niemeyer

& Gerber, 2015; Sharples et al., 2013). 이처럼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은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핵심

적인 역량을 얼마나 숙달했는지 시연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킹 활동의 학교 기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Halverson & Sheridan, 2014; Sheridan, Halverson, Litts, Brahms ,

Jacobs-Priebe & Owens, 2014).

둘째, 피지컬 컴퓨팅 도구,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제작도구(Digital

fabrication tool)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은 교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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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내용, 지적 결과물과 교실 밖의 실제적 삶을 효과적으로 연결시

켜 줄 수 있다. 디지털 제작도구를 통해 실제에 가깝고 상호작용적인 특

성을 지닌 정교한 산출물 제작은 지식의 전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라 학습자들의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협력적 태도, 자아

존중감, 학습 정체성(Learning identitiy), 과학적 개념과 실습을 통한 깊

이 있는 참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Bevan, 2017; Bullock

& Sator, 2015; Vossoughi, Escude, Kong, & Hooper, 2013). 이는 학습

자로 하여금 기존에 실행되어 왔던 교육적 실습, 전문성을 증진시켜주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깊은 수준의 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

결되기도 한다(Blikstein, 2013). 따라서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메이

커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은 중요성과 필요성에 의해 점차 확

산되어가고 있다(Bevan, 2017; Blikstein, 2013; Kafai et al, 2014b;

Vossoughi, Escude, Kong, & Hooper, 2013).

한편 이러한 디지털 제작도구들 중 학교 교육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도구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이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바탕에는 피지컬

컴퓨팅 개념이 내포되어있는데 현실 세계와 컴퓨터의 가상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으로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센서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춘 마이크로컨트롤러 혹

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감지하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O'Sullivan & Igoe, 2004). 이때 사용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디지

털, 아날로그 방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물리적 형태의 정보를 입력받은

뒤 처리한 결과를 물리적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상

호작용을 돕는 것으로 신호의 감지 및 입력을 담당하는 센서(sensor), 액

츄에이터(actuator), 이를 제어하는 트랜스듀서(transducer)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O'Sullivan & Igoe, 2004).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별도의 회

로 구성 여부와 사용편이성을 기준으로 높은 레벨, 중간 레벨, 낮은 레벨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높은 레벨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경우 학습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고 제작 및 수정이 용이하

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서동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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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ullivan & Igoe, 2004).

이러한 특징을 지닌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은 디지

털 사고능력과 디지털 실천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정광훈,

2018). 최근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에

서 제시한 디지털 역량을 살펴보면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 지식

구성자(Knowledge Constructor), 혁신적 설계자(Innovative Designer),

컴퓨팅사고자(Computational Thinker), 창조적 의사소통자(Creative

Communicator), 글로벌 협력자(Global Collaborator), 권한을 부여받은

학습자(Empowered Learner) 총 7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피지컬 컴

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이 디지털 사고능력과 실천역량의 함양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ISTE, 2016). 메이

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과 ISTE 기준 사이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팅커링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고 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경험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ISTE,

2016). 특히 메이커 교육은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공감을 통해 실생

활의 문제, 학습자의 필요에 따른 주제 중심의 문제해결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교육을 실생활 중

심의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정

종욱, 2017; Blikstein, 2013; Glazewski & Mckay, 2016; Halverson, &

Kafai 2016; Kafai et al., 2014b; Martinez & Stager, 2013).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

육은 큰 틀에서 메이커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팅 사

고력 등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서 메이커 교육의 의의

를 탐색해볼 수 있다(정광훈, 2018; 정종욱, 2017). 특히 초등학교 맥락에

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한 상호작용성의 함양과 학습한 지식을 매일

접하는 사물에 내장하는 능력은 메이커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경향성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제작도

구들 중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주변 환경에 얼마든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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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Kafai et al., 2014b; Martinez & Stager, 2014). 이와 더불어 피지컬 컴

퓨팅 도구의 활용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테크놀로지의 개념

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주요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학습자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

다(Martinez & Stager, 2014).

이처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과 더불어 미래 사회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관

심이 증가하면서, 메이커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 컴퓨팅 사고력, 의사

소통능력 등과 같은 고차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 경

험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메이커 교육에서의 메이킹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해결과정, 협력적 작업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경험

을 제공한다(Hsu Baldwin & Ching, 2017). 이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구성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정교화 및 해결책 제안 능력을 함양

할 수 있고(이재호, 장준형, 2017), 결과물 창출을 위한 지속적 도전 정신

과 문제해결능력, 결과물을 매개로한 공유와 나눔 활동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강인애, 김명기, 2017; Brahms

& Crowley, 2016; McGalliard, 2016; Thomas, 2014). 그리고 메이킹 활

동 중에 학습자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정교한 도구를 다루게 되는데 피

지컬 컴퓨팅 도구와 같은 디지털 제작도구는 학습자들이 컴퓨팅 사고력

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고차적 사고뿐만 아니라(Blikstein,

Abrahamson & Wilensky, 2008; Resnick & Silverman, 2005),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Papert, 2000;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함양

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학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반적이어서 새로운 방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디자인

구성 도구(designing construction kits)의 활용은 전이 가능성이 높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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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메이

킹 과정에서 재료들을 다루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작업 도중에 방향

을 바꾸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팅커링 능력(Tinkerability)를 기르

는데 효과적이다(Blikstein, 2008; Resnick & Silverman, 2005). 실제로

이를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컴퓨팅 사고력, 흥미 함양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Hwang, 2017; Kafai et al., 2014b; Peppler &

Glosson, 2013).

이처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의 긍정적 연구 결과

들이 일부 제시되었지만 한계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메이커 교육

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제작도구, 공구 및 재료를 다루어야하

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장비, 도구 활용 능력 향상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

자체에 치우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Bevan, 2017; Blikstein, 2013;

Peppler & Bender, 2013). 이는 메이커 교육의 기능적인 부분에만 치우

친 것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맥락의존성, 고차적 사고 함양 등의 메이커

정신(Mindset) 함양, 참여적 학습이라는 메이커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likstein, 2013; Martin, 2015). 특히 메이커

교육과 피지컬 컴퓨팅, 교육용 코딩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를 연결시키려는 탐색적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안내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와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능을 익히며 주도적

으로 이끌어가는 일반적인 코딩교육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이

재호, 장준형, 2017; 이창윤, 안재현, 서태균, 2018; 전소현, 2018; 하희정,

2017; Glazewski & Mckay, 2016; Huang et al., 2017; Lee, Kim, & Lee,

2017). 뿐만 아니라 피지컬 컴퓨팅, 교육용 코딩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나타나는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메이커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과의 관련성

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

결력 등의 고차적 사고를 기르는데 있어서 메이커 교육이 기존의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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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

지 않기도 하고 메이커 수업과 메이커 정신(mindset) 및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강은성, 2017; 김진옥, 2018; 이재호, 장준형, 2017; 전소현,

2018; 하희정, 2017).

메이커 교육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그 효과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

유 중에 하나는 해당 교육이 체계적 절차에 따라 교수자, 학습자, 교육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이커

교육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설계와 활동 구성이 정교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Glazewski &

Mckay, 2016). 이에 교수설계모형(Instructional design model) 중 수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ADDIE 등의 개념모형(Conceptual model)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수자가 실제 수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Instructional model)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메이커 교육이 처음 도입

되는 시점에서 교사가 실제 수업 시 초등학교 수업 맥락과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메이커 교육,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이라는 특수한 상

황, 맥락을 반영하여 교수설계모형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메이커 수업 모형의 경우 초등학교 맥락과 초등학생

의 특성,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 모형이 학교 수업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메이커 교육 이론만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형태로 모형의

단계 일부만 제시한 것이 많아서 교사가 실제 메이커 수업 시 메이킹 활

동을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상세한 교수전략과 정교한 단계가 부족 하였

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절차를 안내하는 선형성과 메이커 교육이 지니는

반복적 제작과정 수행 단계가 잘 나타나는 순환성 및 반복성이 모두 포

함되어 모형이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김진옥, 2018; 황중원, 강인

애, 김홍순, 2016; Gerstein, 2016; Loestsher, Preddy, & Derry, 2013;

Martinez & Stager, 2013; Resnick, 2007). 특히 메이커 교육에서는 학습

자에게 교수자가 적절한 시기에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과도한 수준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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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하고 특히 연령별 수준에 맞

는 좌절, 실패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수자의 지원이 필요

하지만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정교화 되고 상세한 수업 모형, 교수

전략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실천이 어렵다는 것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한

다(Blikstein & Worsley, 2016; Hsu, Baldwin & Ching, 2017). 이로 인

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회성

만들기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제작도구 중에서 초등학교 맥락에 손쉽

게 접할 수 있고 구체적 조작물을 다룬다는 학습자 특성에도 적합한 피

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교육을 진행할 때 컴퓨팅 사고력,

메이커 정신(mindset)의 고차적 사고 함양을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 절

차와 메이커 교육이 지니는 순환성과 반복성, 수업 단계 및 내용의 충실

성 및 상세함, 초등학생의 특징 및 초등학교 수업 맥락을 반영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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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2.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3. 개발된 메이커 수업 모형과 전략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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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메이커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과 구성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

(Glazewski & Mckay, 2016; Beatty, & Myers, 2016; Papert & Harel,

1991)은 학습자들이 디지털도구, 공구 및 재료를 활용하여 개인적, 사회

적으로 유의미한 산출물을 만들고, 해당 산출물과 더불어 제작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교육을 의미한다(Blikstein,

Martinez & Pang, 2016; Dougherty, 2012; Gerstein, 2016; Glazewski &

Mckay, 2016). 또한 학습자들이 메이킹 활동(making) 속에서 학습자들

이 지식, 기술을 체계화하고 구성해나가면서 문제해결경험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맥락을 고려하여 활용되는 디지털 제작도구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메이킹 활동에서 주로 활

용되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과는 달리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작물을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자

특성에도 부합하는 디지털 제작도구라고 할 수 있다(Berland, 2016;

Bevan, 2017; Quinn & Bell, 2013; Resnick & Rosenbaum, 2013;

Wilkinson & Petrich,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을 초등

학교 맥락에서 학습자가 학교라는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산출물을 협력적으로 만들고 제작 경험과 메이킹 산출물을 공유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피지컬 컴퓨팅 도구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물

리적 형태의 정보를 입력받은 뒤 처리한 결과를 물리적 형태로 출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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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돕는 것으로 신호의 감지 및 입력

을 담당하는 센서(sensor), 액츄에이터(actuator), 이를 제어하는 트랜스

듀서(transducer)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O'Sullivan & Igoe, 2004). 피지

컬 컴퓨팅 도구는 별도의 회로 구성 여부와 사용편이성을 기준으로 높은

레벨, 중간 레벨, 낮은 레벨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높은 레벨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경우 학습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고 제작 및 수정이 용이하다(서동수, 2006; O'Sullivan & Igoe,

2004).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용 코딩언어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주변

사물에 상호작용성을 추가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센

서, 액츄에이터로 구성된 기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은 고차적 사고 중 하나인 문제해결력의 한 종류로 문

제와 해결안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와 인간 또는 그 둘의 조

합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해결책을 설계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Wing, 2010).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의 코딩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측정하는 평가지(양재명, 이원규

외, 2017)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맥락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컴퓨터와 인

간의 조합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해결책을 설계하는 사고과정으로 보

고 분석, 모델링, 구현, 일반화의 영역에 따라 공감을 통한 문제생성 및

구조화(문제인식), 자료 분석 및 조직(해결책 고안), 모델링, 시뮬레이션

을 통한 추상화(해결책 표현), 알고리즘 디자인 및 검증(해결책 생성 및

메이킹 활동), 문제해결과정 적용 및 일반화(해결책 적용 및 일반화)로 정

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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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메이커 정신(mindset)

메이커 정신(mindset)은 메이커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차적 사

고능력과 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메이킹 활동을 통해 즐거움(playful),

자산 및 성장 지향 마음(asset, growth-oriented),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failure-positive), 협력적 마음(collaborative), 문제해결능력, 지속성

(persistence),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한다(Dougherty, 2013, Gerstein,

2016; Martin, 2015).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정신(mindset)에 대해서 평

가하는 평가틀(강인애, 윤혜진, 2017; Flores, 2016; Yokana, 2015)을 참

고하여 메이커 정신(mindset)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에 자

기주도성, 탐구정신, 비판적사고, 창의성의 인지적 영역(minds-on), 도구

및 재료 활용능력과 기능성의 체험적 영역(hands-on), 도전정신과 지속

성, 만족감 및 자신감의 감성적 영역(hearts-on), 학습리소스 검색능력,

협업, 공유, 공감능력의 사회적 영역(social-on),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의

실천과 변화촉진자로서의 성찰을 포함하는 실천적 영역(acts-on)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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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가. 메이커 교육의 개념 및 특성

메이커 운동은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Learner-Centered

Paradigm of Education)과 구성주의가 다시금 주목받으면서(임철일 외,

2018; 임철일 외, 2017; Cho, Caleon & Kapur, 2015; Martinez &

Stager, 2013; Reigeluth, Beatty, & Myers, 2016)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

로 소개되기 시작했다(Glazewski & Mckay, 2016;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Peppler & Bender, 2013). 학교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Maker Space)와 팹랩(FabLabs)을 만들고 메이킹 활동을 교육과정 속

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습 내용으로서 학습 활동 설계 시 필

요한 메이킹 활동의 이해, 학습 환경으로서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인 메이커스페이스 연구, 학습자로서 메이커의 참여 및 정체성

탐구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메이커 운동에서 메이커 교육으로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Halverson & Sheridan, 2014;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하게 된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은 학

습자들이 메이킹 활동을 할 때 주제, 활용 도구 및 테크놀로지, 재료, 산

출물을 선택 및 결정하고 산출물의 성공, 실패에 따른 평가에 대한 걱정

없이 만들기 활동 자체에 몰입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메이킹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면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지식, 기술을 체계화하고 구성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해결경험으로 연결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때 학습자를

책임감 있는 혁신자로 보고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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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다(Lille & Romero, 2017).

따라서 메이커 교육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포함한 도구인 로보틱스,

컴퓨팅 도구, 3D프린터, 디지털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

혁신, 독창성, 자기 주도적 학습, 문제해결능력 등의 생각과 메이커 정신

(mindset)과 관련된 것이다(Gerstein,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킹

활동을 통해 즐거움(playful), 자산 및 성장 지향 마음(asset,

growth-oriented),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failure-positive), 협력적

마음(collaborative), 문제해결능력, 지속성(persistence), 의사소통능력 등

의 메이커 정신(mindset)을 기를 수 있다(Dougherty, 2013, Gerstein,

2016; Martin, 2015). 특히 즐거움은 도전을 직면하는데 있어서의 지속성

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적 이점과 관련된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heldon, & Deci, 2004; 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

자산 및 성장지향의 마음은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것에 기반하여 활동

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

도록 하여 지식의 ‘전이’를 촉진한다(Martin, 2015; Dougherty, 2013). 실

패에 대한 긍정적 마음은 특히 학교현장에서 금기시 되었왔던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에 대한 구조와 제한조건을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Kapur, 2008;

Martin, 2015).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메이커 프로젝트의 수행과정

속에서 공유와 나눔, 서로 돕는 과정 속에서 협력적 마음을 기를 수 있

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식 구성 공동체(knowledge building community)

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cardamalia & Bereiter, 2006).

그리고 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적 작

업경험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결과물을 순환적, 반복적으로 완성하고 결

과물과 과정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문제해결력과 협력적 태도, 지속성

(persistence), 의사소통이라는 고차적 사고능력 및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Blikstein, 2013; Glazewski, Mckay, 2016; Kafai, Fields, & Searle,

2014; Halverson & Sheridan, 2014; Martinez & Stager, 2013; War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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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hms, 2016). 따라서 학습자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더

라도 동료학습자, 교수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다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Fields & Lee, 2016; Regalla, 2016). 이와 같은 메이커 정신

(mindset)과 고차적 사고능력, 핵심역량 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적

과제, 실험적 학습, 만들기 과정에의 초점 등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Gerstein, 2016).

메이커 교육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자기 주

도적으로 다양한 도구, 재료 및 테크놀로지를 결정 및 활용하여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이킹 활동을 수행한다(강인애, 윤혜진, 황중원,

2017;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Martinez & Stager, 2013). 메

이킹 활동에 필요한 도구, 재료에 대한 안내가 교수자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지만 학습자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서 아이디어 선정, 프로토타입 제작 등 초기단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검색이 학습자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이미 제작되어 있는 산출물과

비슷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볼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아이디

어와 지식, 참고자료에서 나타나는 지식과 기술을 첨가하며 아이디어를

정교화 해나갈 수 있다(Gerstein, 2016).

둘째,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융합적, 복합적 주제를 바탕

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 진행

될 수 있다(Martinez & Stager, 2013;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학습자가 학교 및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메이킹 활동을 통한 산출물로 구현하는 과

정에서 재료 및 도구의 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습자 주도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Martinez & Stager, 2013). 이때 동료 학

습자와 교수자, 전문가가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습주제 선정

부터 자료 및 정보의 검색, 문제 해결 방법 아이디어 설계, 제작 결과물

발표 및 공유의 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Blikstein, Martinez &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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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셋째, 산출물뿐만 아니라 제작과정, 인적자원, 재료 및 도구, 자료 등

학습 결과물과 학습과정 전체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개방된다(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메이킹 활동 결과로 나타난 산출물과 제작과

정에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메이커 페어(Maker Fair)에

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유가 이루어진다. 이때 아이디어 및 재료의

선정 단계부터 제작과정 시 겪었던 실패담, 팁, 도움을 제공 받은 사람이

나 메이커스페이스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타인의 시행착오 과

정을 줄여주고 협력적 메이커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Martinez &

Stager, 2013; Blikstein, 2013;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넷째, 메이킹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순환적, 반복적, 자기주

도적으로 수행하여 실제적 문제를 해결한다(Blikstein, 2013;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산출물뿐만 아니라 제작과정, 인적자원, 재료

및 도구, 자료 등 학습 결과물과 학습과정 전체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개방되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 교수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Halverson & Sheridan, 2014; Martinez & Stager, 2013;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이는 초기에 제작한 프로토타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피드백 내용을 선

택적으로 반영하여 문제 해결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개선하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이킹 활동이 순환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 메이커 교육의 이론적 기반

메이커 교육에서는 메이킹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 기

술, 경험 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성주의(Constructionism)와 깊이 연

관되어 있다(Papert & Harlel, 1991;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Papert는 Piaget(1950), Vygotsky(1978)의 심리학적 전통에서 출발한 인

지적, 사회적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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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산출물을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이 구성되

는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구성주의(Constructionism)을 주장하였다

(Blikstein, 2013; Martinez & Stager, 2013; Papert & Harel, 1991;

Scardamalia, 2002).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Learner-Centered Paradigm)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측면을 가

지고 있는 인간 학습 현상을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학

습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준다는 점,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구성주

의 학습의 기본원리를 수업 모형이나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개발에 접목

시키고 해당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임철

일, 2012; 임철일, 김성욱, 박태정, 윤영호, 2017; 임철일, 김성욱, 한형종,

서승일, 2014; 이은영, 김성욱, 임철일, 2018; 임철일, 조영환, 장선영, 하

미리, 2005; 정현미, 2003; Jonassen & Land, 2012; Tennyson, 2010). 이

러한 흐름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구성주의 학습 원리는 학습자가 산출물

을 제작하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 경험을 구성하

고 체계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메이커 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커 교육은 구성주의 학습이론 중에서

상황학습이론과 인지적 도제학습에 기반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는 기본

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상

황학습이론은 개인과 물리적, 사회적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과 사회적 맥락 사

이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산출물 제작을 통한 실제적인 과제, 문제 상황

속 참여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 및

공동체(people, community), 활동 및 참여(activity, participation), 재료,

도구 및 산출물(ingredients, tools, artifacts) 세 요소가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게 된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2; Greeno, 1989; Lave,

1988; Lave & Wenger, 1991; Paige & Daley, 2009; Wilson, 1993). 또한

메이커 교육에서 물리적 산출물 제작은 공유된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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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구분

메이커 교육

(Maker Education)

구성주의/

상황학습이론/인지적

도제학습이론

(Situated Learning

Theory/Cognitive apprenticeship

Learning Theory)

학습원리

산출물 메이킹 활동 및 제작경험

공유를 통한 지식, 기술, 경험의

구성, 체계화 과정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 지식,

환경(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구성 과정

학습자관점

다양한 도구 및 재료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제작 및 적용, 사물의

작동원리를 탐구,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작자

경험과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능동적 유기체

<표 Ⅱ-1> 메이커 교육과 구성주의 학습원리 비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숙련된 학습자와 숙련되지 못한 학습자가

공동의 과제 수행을 함께 수행하여 유익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Lave, 1988; Lave & Wenger, 1991).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숙련된

메이커가 실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사고과정 및 메이킹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모델링, 코칭 등에 의해 시연한다. 이를 통해 숙련되지 않은 메이

커가 숙련된 전문가의 문제해결과정을 내면화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해결과정을 탐색하기도 한다(Collins,

Brown, & Holuim, 1991). 또한 메이커 교육에서의 학습은 상황 인지 이

론에서 나타나는 활동 체제로서 협동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중심과 프로젝트 중심 과정을 통하여 빈번히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Greeno, 2006). 따라서 메이커 교육은 구성주의, 상황학습이론, 인지적

도제 학습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커 교육과 구성

주의 상황학습이론, 인지적 도제 학습원리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Ⅱ

-1>과 같다(나일주, 2007; 나일주, 조은순, 2016; 임철일, 2012; Arbaugh,

Garrison, Cleveland-Innes, Richardson & Swan, 2008; Collins, Brown,

& Holum, 1991; Papert, 2000, Scardamali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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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인

메이킹 활동, 산출물 및 제작

경험 공유,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

내적 경험, 자기조절, 발견,

의미추구, 협력, 협상, 참여의

상호작용

교수목표

개인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산출물 제작, 고차적 사고,

메이커 정신 함양

지식, 경험의 능동적 구성,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등 고차적

사고 함양

교수전략
모델링, 스캐폴딩, 자기주도적,

문제해결학습 전략 등

실제적 과제, 스캐폴딩, 코칭,

모델링, 자기조절, 문제해결학습

전략 등

교수설계

융복합적 주제 제시,

개인적, 사회적 유의미한 산출물

제작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축적 및 구성,

공유와 소통 강조,

아이디어 생성과 구현 시 실패를

통한 학습,

반복적 교육, 반성적 과정 강조

실제적 과제(authentic task) 제시

학습과제의 맥락화,

사회적 협상요구,

협력적 학습 조성,

모델링, 코칭을 통한 사고과정

시연과문제해결과정내면화및탐색,

자기조절 및 공동조절,

학습자 중심, 학습환경을 고려한

수업을 통한 학습결과물 도출,

상호작용 강조,

생산적 실패를 통한 학습,

반복적인 작업을 통한 발전, 성찰,

반성적 사고 강조

앞에서 살펴본 구성주의 학습 원리를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구현한 것

으로는 Marshall과 Harron(2018)이 제안한 STEM에서의 메이커 교육 프

레임워크가 있다.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는 총 5가지로 소유권과 권한부

여(ownership/empowerment), 메이커 습관(maker habits), 산출물 제작

(production of an artifact), 협력(collaboration), STEM 도구(STEM

tools)이다. 각 구성요소는 2∼3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과 권

한부여의 경우 개인적 의미성, 즐거움, 독창성, 개별화를 특성으로 가지

고 있다. 메이커 습관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장 지향적 마음, 자

신감을 특성으로 한다. 산출물 제작은 물리적 형태로의 구현, 협력의 경

우 공동체와의 연결과 도구 및 산출물의 공유를 지니고 있고 STEM 도

구의 경우 디지털 저작 도구와 만들기 도구를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메이커 교육에 필요한 구성요소 및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요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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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Element)

특성

(Qualities)

소유권/권한부여

(Ownership/

Empowerment)

- 개인적 유의미성(Personally meaningful)

- 즐거움(playful, enjoyable)

- 개별화/독창성(Individualized/original)

메이커 습관

(Maker habits)

- 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Failure positive)

- 성장 지향적 마음(Growth oriented)

- 자신감(Self-reliant)

산출물

제작(Production of

an artifact)

- 물리적 구현(Physical manifestation)

협력(Collaboration)
- 공동체와의 연결(Community connection)

- 도구와 산출물의 공유(Sharing of tools and products)

STEM

도구(STEM tools)

-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 만들기 도구(Manufacturing tools)

<표 Ⅱ-2> STEM에서의 메이커 교육 프레임워크

특성을 정리한 표는 <표Ⅱ-2>와 같다.

다.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과 한계

메이커 운동이 학교 밖 공간과 주로 성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발전하

고 있지만, 메이킹 활동을 K-12 교육 맥락으로 끌고 오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을 “학습자가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지?”에서 “학습자가 아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과 이

로 인해 생겨난 산출물이 학습자의 지식의 전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

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ougherty, 2012). 이는 전통적인 학

습과는 다르게 메이커 교육이 보다 참여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가 실제

적인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Niemeyer & Gerber, 2015; Sharples et al., 2013). 따라

서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은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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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핵심적인 역량을 얼마나 숙달했는지 시연하는 것으

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킹 활동의 학교 기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Halverson & Sheridan, 2014).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은 과학 및 기술교과와 융합된 STEM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디자인과 공학적 실천,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실천(STEM)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주기 위함이다(Martin, 2015). 또한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협력

적 태도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학습자에게 속한 학습 정체성(learning

identities), 과학적 개념과 실습을 통한 깊이 있는 참여, 학습자의 문화적

자원조성 등을 기를 수 있다. 특히 학교 안 메이커 교육에서의 교육적

(educative) 메이킹 활동은 물리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에 기반 하기보다

메이커 페다고지(maker pedagogy)에 기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메이커

페다고지는 공유된 활동 및 과정, 반복, 놀이, 상상력, 창의성의 조성, 학

습에 대한 정의 확정, 과학과 지식, STEM 개념을 포함하는 메이킹 활

동과 학습을 유목적적이고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 등을 포

함한다. STEM 맥락에서 살펴보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

드는 것은 과학과 기술 사이의 공생하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Bevan, 2017; Bullock & Sator, 2015; Vossoughi, Escude, Kong, &

Hooper, 2013).

특히 피지컬 컴퓨팅 도구, 3D프린터 등의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은 특히 교실 안에서 학습한 내용, 지적 결과물

과 학교 밖의 실제적 삶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실행되어 왔던 교육적 실습, 전문성을 증진시켜주고 장기적인 프

로젝트 수행을 통해 깊은 수준의 협력 수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에 가까운 정교한 산출물 제작을 통한 학습자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

에도 기여할 수 있다(Bevan, 2017; Blikstein, 2013).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이커 교육에서의 교수자는 내용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학습자와 함께 배우는 리드하는 학습자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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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학습자와 학습과정과 메타인지를 공유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가장 우수한 사례를 모델링하거나 반영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팅커링, 탐색, 공유, 토론과정과 더불어

풍부한 상호작용적, 조작적 재료의 제공, 온라인 튜토리얼과 같은 자원이

풍부한 환경과 연결시켜주어야 한다(Gerstein, 2016). 또한 메이커 교육

이 자칫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에 의한 교수설계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Glazewski, Mckay, 2016).

따라서 학교에서 효과적인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

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의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수자의 사전준비, 정보제공자이자 조언자, 촉진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재료와 도구에 대한 접근이 쉽도

록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강인애, 김홍순, 2017;

정종욱, 2016).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메이킹 활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교육적 메이킹 활동에는 조립(assembly)형태의 메이킹 활동

과 창의적 구성(creative construction) 형태의 메이킹 활동 그리고 창의

적, 즉흥적 문제해결(creative, improvisational problem-solving) 형태의

팅커링(tinkering) 메이킹 활동이 있다. 조립형태의 메이킹 활동은 무엇

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타인에게 비전과 계획을 위임하는 특징을 지

니고 레고 키트, 로보틱스 키트, 피지컬 컴퓨팅 키트 등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자의 단계별 교수적 지원이 주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개방된 형태의 메

이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자들의 능력, 기술, 도구, 지식 등을

적절히 준비시켜줄 수 있다. 창의적 구성 형태의 메이킹 활동에서 학습

자는 구체적인 목표, 도구,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를 제공받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결

정권을 갖게 된다. 가령 카드보드를 활용하여 자동화의 원리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은 동일한 핵심 메커니즘을 제공받지만 그 메커니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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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모습을 구현할 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팅커링 메이킹 활동은 질문과 목표가 개방된 형태로 진행되고 활용할 재

료와 도구 역시 의도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발명, 테스트, 반복적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산출물이 개발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종합해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메이킹 활동은 주로 교수자에 의해서 구체적 과정,

목표, 도구 및 재료 등이 안내되고 학교 맥락에 맞도록 조건이 조정될

후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rland, 2016; Bevan,

2017; Quinn & Bell, 2013; Resnick & Rosenbaum, 2013; Wilkinson &

Petrich, 2014).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 교육이 지닌 문제점은 메이커 교육

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비나 메이커 스페이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Bevan, 2017; Blikstein, 2013). 이

는 지나치게 장비나 도구에 집착하게 되어 참여적 학습, 흥미 중심의 학

습을 어렵게 만든다(Martin, 2015; Peppler & Bender, 2013). 또한 메이

커 교육에서 지나치게 학습자 중심 활동과 구성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교

수자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메이킹 활동 자체가 비

지성화(de-intellectualizing)된 형태로 변질되어 학습자의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메이킹 활동에 있어서 교수자의 결정적 역할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모형이나 전

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 능력 향상을 심화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필

요가 있다(Bevan, 2017; Vossoughi & Bevan, 2014). 그리고 학습자에게

교수자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여 과도한 수준의 좌절,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수자의 역할 중 하나이

다. 이에 연령별 수준에 맞는 좌절, 실패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스캐폴

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조영환 외, 2015; Blikstein & Worsley, 2016).

하지만 메이커 교육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연결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수자들이 참고할만한 모형 또는 메이킹 활동을 촉진, 지원할 수 있는

교수지원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Blikstein & Worsley, 2016; Hsu,

Baldwin & C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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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

가.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개념과 특성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물리적 형태의 정보를 입력받은 뒤 처리한 결과를 물리적 형태로 출력하

는 것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돕는 것으로 신호의 감지 및 입

력을 담당하는 센서(sensor), 액츄에이터(actuator), 이를 제어하는 트랜

스듀서(transducer)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O'Sullivan & Igoe, 2004). 피

지컬 컴퓨팅 도구는 별도의 회로 구성 여부와 사용편이성을 기준으로 높

은 레벨, 중간 레벨, 낮은 레벨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높은 레벨의 피

지컬 컴퓨팅 도구의 경우 학습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도

출할 수 있고 제작 및 수정이 용이하다(서동수, 2006; O'Sullivan &

Igoe, 2004).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반적이어서 새로운 방식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전이 가능성

이 높은 강력한 아이디어(Powerful Idea)를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Blikstein, 2008; Resnick & Silverman, 2005).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형태에 따라 로봇형, 모듈형, 보드형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로봇형의 경우 움직임, 소리 등의 물리적 출력장치를 강화

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지

닌다. 모듈형은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조립한 뒤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

controller)에 연결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드형의 경우 전자보드 형태의 기판으로 센서, 입력장치, 출

력장치,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확장성이 높지만 전기

회로 및 전자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에서 활용의 어려움

이 따른다(김재휘, 김동호, 2016; 서동수, 2006; O'Sullivan & Ig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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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초기에는 보드형 중에서 입력장치,

출력장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회로 구성없이 교

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센서보드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김재휘, 김동호, 2016).

나.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가능성

1990년대 이전의 메이커 교육은 역사적으로 출현한 DIY 문화부터 전

통적 도구를 활용한 팅커링을 중시하는 목공, 직물 등의 예술과 기술로

서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메이커 교

육은 디지털 제작도구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윤리적 해킹과 프로그래밍

등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을 중심으

로 한 메이커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Blikstein, Abrahanson &

Wilensky, 2008; Bullock & Sator, 2015; Glazewski, Mckay, 2016;

O’Sullivan & Igoe, 2014; Resnick & Silverman, 2005).

최근 메이커 교육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컴퓨팅사고는 Wing(2006)

에 의해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

템을 설계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컴퓨터 과학 분야

의 다양성과 깊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정신적 기제가 포함 된다’고 정의

된 이후 단체별,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컴

퓨팅사고를 일종의 문제해결력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생성, 자료 분석, 모

델링, 시뮬레이션의 추상화를 통한 데이터 표현,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화된 해결책 마련 등의 절차적 요소를 포함하였다(CSTA & ISTE,

2011; Nacce & CAS, 2014).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컴퓨팅사고력

은 고차적 사고 중 하나인 문제해결력의 한 종류로 문제와 해결안을 형

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와 인간 또는 그 둘의 조합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해결책을 설계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하며 문제생성 및 구조화(문

제인식), 자료 분석 및 조직(해결책 고안),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

상화(해결책 표현), 알고리즘 디자인 및 검증(해결책 생성 및 메이킹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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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제해결과정 적용 및 일반화(해결책 적용 및 일반화)의 구성요소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15b; Wing, 2010).

메이킹 활동에서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고

차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학습

자로 하여금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사고를 가능

하게 해준다(Blikstein, 2008; Resnick & Silverman, 2005). 레고블록과

로고 코딩 언어가 결합된 높은 레벨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

(programmable bricks)의 사용은 학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이

해할 수 있어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low floor) 충분히 일반적이

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wide walls, high ceiling)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디자인 구성 도구(designing construction kits)의 활용은

Papert가 제시한 전이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탐색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메이킹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료들

을 다루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작업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는 팅커링 능력(tinkerability)을 기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Resnick & Silverman, 2005).

또한 메이킹 활동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들

로 하여금 실용적, 조작적,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Brown 2015; Kostakis et al.. 2015).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컴퓨팅 사고

력, 테크놀로지 문해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소

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협

력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Kafai et al., 2014a; Kafai &

Peppler 2014; Lille & Romero, 2017). 이러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비

롯한 웨어러블 컴퓨터, 로보틱스, 3D프린터,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는 재

료 및 코딩언어 등 실습을 통한(hands-on)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

운 도구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존재에

서 실제 세계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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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ez & Stager, 2014).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은 디지털 사고능력과 디지

털 실천역량을 기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정광훈, 2018). 최근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 지식 구성자(knowledge constructor),

혁신적 설계자(innovative designer), 컴퓨팅사고자(computational

thinker), 창조적 의사소통자(creative communicator), 글로벌 협력자

(global collaborator), 권한을 부여받은 학습자(empowered learner) 총 7

가지로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커 교육에서의 팅커

링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고 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경험은 컴퓨팅 사고력,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

결정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첨단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테크놀로지의 개념과 작동원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최근 문제

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 컴퓨팅 도구의 활용이 도

움을 줄 수 있다(Martinez & Stager, 2014).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와

같은 디지털 제작도구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한 다

양한 종류의 고차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조작적, 문

제해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준다(Blikstein, 2008; Brown

2015; Kostakis et al., 2015; Resnick & Silverman, 2005),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과 테크놀로지 문해력, 디지털 실천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ISTE,

2016; Kafai et al., 2014a; Kafai & Peppler 2014; Lille & Romero,

2017). 뿐만 아니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을 통해 상호작용성이나

지식을 매일 접하는 사물에 내장하는 능력은 메이커 교육의 중요 목표이

자 경향성 중 하나이다. 이에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주변 환

경에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은 매우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Martinez & Stager, 2014).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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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실제 세계 속

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이 중요성을 지

닌다고 할 수 있다(Martinez & Stager, 2014).

3.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설계

가. 메이커 기반 수업 모형

메이커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단계를 보여

주는 수업 모형(Instructional model) 또는 수업 모형과 각 단계별 상세

한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메이커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이커 교육이 대체로 어떤 활동

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ahms와 Crowley(2016)는

메이커 교육 관련 아티클을 분석하여 메이커 교육 속 활동이 탐색과 질

문(explore & question), 재료 탐색, 실험, 반복(tinker, test, & iterate),

자원 탐색(seek out resources), 해킹과 목적에 맞게 고치기(hack &

re-purpose), 결합과 복잡하게 하기(combine & complexify), 맞춤형 제

작하기(customize) 그리고 공유(share)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학자, 디자이너 등의 현장

의 제작자(maker)들이 전통적으로 활용해왔던 모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형으로 먼저 반복 개발 모형(iterative development

model)과 디자인 씽킹 모형(design thinking model)을 생각해볼 있다

(D.school K-12, 2016; Martinez & Stager, 2013). 두 모형 모두 아이디

어를 생성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공감하기(empathize)와 정의하기(define)

를 포함하는 초기 계획(initial planning)단계와 계획(planning) 단계를 거

쳐서 필수조건(requirements)을 확인하고 분석과 설계(analysis &

design)를 포함하는 구상하기(ideate) 단계, 실제 결과물을 실행(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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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testing)해보는 프로토타입 제작(prototype)단계, 평가(evaluation)하

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Martinez & Stager, 2013).

기업맥락에서 교육과정 개발, 산출물 제작에 활용되어왔던 모형으로는

래피드프로토타입 개발 방법 모형이 있다(Jones & Richey, 2000; 임철

일, 연은경, 2006). 해당 모형은 기존의 선형적 ISD 모형이 지니는 한계점

중 하나인 프로그램 분석, 설계, 개발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극복할 수 있다. 래피드프로토타입 모형은 분

석-설계-개발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초기단계부터 관

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발 과정 초기에 요구분

석을 통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이후 개발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들인 의뢰인, 내용전문가,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용성 평가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여 프로토타입을 반복 수정하고 이를 통해 최종 산출물의 질을 획

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임철일, 연은경, 2006).

앞에서 살펴본 실제 제작자들의 제작과정을 반영하여 메이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것으로는 TMI모형이

있다(Martinez & Stager, 2013). 생각하기(thinking)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정의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만들기(making) 단계에서는 계획을 통해 수립한 산출물을 제작하

기 위해 재료를 탐색하고 메이킹 활동을 진행한다. 마지막 개선하기

(improving) 단계에서는 제작한 산출물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Martinez & Stager, 2013). 또한 uTEC 모형의 경우 활용

하기(using), 만지작거리기(tinkering), 실험하기(experimenting), 제작하

기(creating)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Loerscher, Preddy, & Derry, 2013).

사용하기 단계에서 기존의 산출물, 예시자료 관찰이나 활용해보는 활동

을 통해 메이커 활동을 경험한다. 이후 만지작거리는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산출물이나 제품을 다시 만들어보거나 원리, 기능을 탐구하는 활동

을 거친다. 실험 단계에서는 실제로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실험적 단

계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작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만든 산출물

을 실행 및 적용해보는 활동을 거친다(강인애, 윤혜진, 황중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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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rscher, Preddy, & Derry, 2013).

Gerstein(2016)이 제시한 메이커 교육의 단계(Stage of Maker

Education) 모형의 경우 복제하기(copy), 발전시키기(advance), 꾸미기

(embellish), 수정하기(modify), 제작하기(create)의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Gerstein, 2016). 복제하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

은 산출물과 거의 똑같은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DIY

자원, 튜토리얼, YouTube 비디오를 참고하여 메이킹 활동에 대한 기초

적인 지식,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진전시키기 단계에서는 비슷하지만 더

욱 진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전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꾸미

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앞에서 수행한 복제된 프로젝트에 자신의 독

창적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확장하는 일을 수행한다. 수정하기 단계에서

는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산출물에서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산출물을 수정하는데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제작하기 단계에서는

이전에 제작되었던 산출물과는 다른 새롭고 특별한 산출물을 학습자들이

제작해낸다. 이때 기존의 장난감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장난감을 만들거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보철용 의수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씽킹 단계를 메이커 교육에 접목시킨 모형으로는

이지선(2017)이 제시한 디자인 사고 융합 메이커 교육 모형이 있다. 디

자인 씽킹 모형을 변형하여 영감, 발상, 만들기, 과정의 토론과 기록, 클

라우드 공유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디자인 씽킹 모형과 이지선(2017)의

모형 모두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한 메이커 혹은 디자이너의 사고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

서 살펴본 모형들 모두 메이커 교육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만 각 단계가 선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유기적, 순환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 단계별로 교수자, 학습자가 참고할만한 상세한 교수전략이 제

시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모형으로는 TMSI 모형이 있다(황중원, 강인

애, 김홍순, 2016). 이는 도구, 재료의 특성 및 사용법을 알아보는 팅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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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kering)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직접 결과물로 제작하는 만들기

(making)단계, 제작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유하기(sharing)단계, 그

리고 제작한 결과물을 개선하는 개선하기(improving) 단계까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TMSI 모형의 경우 메이커 교육의 단계를 순차적

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만들기, 공유하기, 개선하기 단계가 순환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구성하여 선형성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모형 역시 단계 구성에 있어서 한계점이 드러난다. 먼저

학습자 주변의 실생활 문제 혹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탐색과 질문을 하는 단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

다. 대신에 바로 재료 탐색인 만지작거리기(tinkering) 활동으로 들어가

서 메이킹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한다(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이는 문제해결경험에서 중요한 문제 상황, 과제의 확인,

아이디어 탐색 단계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과

정을 중시하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프로젝트

중심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액션러닝을 살펴보면 모두 주

요 문제 상황이나 과제를 확인하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초기단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성익, 임철일, 최정임, 이재경, 2016; 임

철일, 2012; Barrows & Myers, 1993; Marquardt, Leonard, Freedman &

Hill, 2009). 따라서 메이킹 활동에서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 할 때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인 문제

를 찾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가 보다 정교화 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산출물을 직접 적용해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한계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제작자(maker)인 학습자가 만

든 산출물을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동료학습자, 교수자 혹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사용성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산출물 자체의 효과성, 효율성, 매

력성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수집된 정보는 이후 산출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산출물

을 개선할 때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메이커 교육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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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고 순환적, 반복적 과정을 통해 산출물을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Dougherty, 2013; Martinez & Stager,

2013) 더 많은 사람과 제작물을 공유하고 사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적용하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순환적, 반복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특성이 절차

적으로 모형에 잘 드러나지 못하고 각 단계별 교수자, 학습자가 참고할

만한 상세한 교수전략 및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메이커 교육 자체가 생소하고 메이킹 활

동을 중심으로 전후 단계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자, 학습자

가 모형에 대한 상세한 교수전략과 활동 없이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어려

운 측면이 있다. 특히 기존의 수업 모형은 교수자가 해야 하는 지침이나

활동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거나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이 혼용되어 서

술되어 있어서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유의미한 산출물을

제작 및 개발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메이커 교육의 특징(Blikstein, 2013;

Glazewski & Mckay, 2016; Martinez & Stager, 2013)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효과적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 활동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Learner-centered paradigm of

education)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나타난다(임철일 외,

2017; 임철일, 2012; 조영환 외, 2015; Cho, Caleon & Kapur, 2015; Park

& Rha, 2018; Reigeluth, Beatty, & Myers, 2016). 따라서 각 모형의 단

계에 따라서 교수자가 참고할만한 상세한 교수전략 및 학습자의 단계별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선 모형들 모두 메이커 수업에서 초등학교 맥락을 고려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생의 경우 메이커 교육 자체에 익숙지 않고 기능

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 및 도구를 탐색하는 팅

커링(Tinkering) 과정, 메이킹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

정에서 구조화된 학습자료, 도움이 될만한 학습자원의 제공 등 적절한

스캐폴딩과 안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코딩을 활용할 경우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을 위해 리믹스(remix)기능을 활용하여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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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제시해주고 재창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Kafai

& Burke, 2014). 또한 메이킹 단계를 보다 상세하게 나누어서 안내된 형

태의 메이킹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 메이킹 활동 두 단계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교육적 메이킹 활동에는 조립(assembly)형태의 메이킹 활동과

창의적 구성(creative construction) 형태의 메이킹 활동 그리고 창의적,

즉흥적 문제해결(creative, improvisational problem-solving) 형태의 팅커

링(tinkering) 메이킹 활동이 있다. 조립형태의 메이킹 활동은 무엇을 어

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타인에게 비전과 계획을 위임하는 특징을 지니고

레고 키트, 로보틱스 키트, 피지컬 컴퓨팅 키트 등을 주로 활용하게 된

다. 따라서 교수자의 단계별 교수적 지원이 주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만

드는 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개방된 형태의 메이

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자들의 능력, 기술, 도구, 지식 등을 적

절히 준비시켜줄 수 있다. 창의적 구성 형태의 메이킹 활동에서 학습자

는 구체적인 목표, 도구,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를 제공받지만 그

것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결정

권을 갖게 된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메이킹 활동은 학습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교수자에 의해서 구체적 과정, 목표, 도구 및 재료 등이 안

내되고 학교 맥락에 맞도록 조건이 조정될 후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Berland, 2016; Bevan, 2017; Quinn & Bell, 2013; Resnick &

Rosenbaum, 2013; Wilkinson & Petrich, 2014).

또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 과정과 요소가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메이커 교육에 활

용하기 위해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 혹은 코딩 언어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이에 교육

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사용할 때 놀이나

게임을 통해 알고리즘의 원리를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활동인

언플러그드 활동, 설계한 알고리즘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

여 코딩하는 EPL 코딩 과정, 그리고 코딩 결과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확인하고 구현하는 피지컬 컴퓨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메이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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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딩 이후 실행결과를 확인하면서 명

령어의 오류를 잡아내고 수정하는 디버깅(debugging) 과정이 포함될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컴퓨터를 통한 참여(computational

participation)를 경험하여 자연스럽게 컴퓨팅 문해력(computational

literacy)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을 통해 메이커 정신(mindset)

을 기를 수 있다(교육부, 2015b; Berland, 2016; Kafai & Burke, 2014).

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및 교수

전략

간소화된 디지털 제작도구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증가하

고 학습자들의 컴퓨팅 테크놀로지 및 도구에 몰입하는 경향이 증가하면

서 K-12 맥락의 메이커 교육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대표되는 테크놀

로지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Bevan,

2017; Halverson & Sheridan, 2014; Kafai, Lee, Fields, Kaplan & Lui,

2014b; Kafai Searle, Martinez & Brayboy, 2014c). 특히 구체적 조작기

에 속해있는 학습자와 메이커 교육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맥락

의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만들기 라는

조작적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컴퓨팅사고 향상과 문제해결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제작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 지적 결과물과 학

교 밖의 실제적 삶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 문제를 탐색하고 정교화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Blikstein, 2013; Greeno, 2006; Lave & Wenger, 1991; Kafai

et al., 2014a). 또한 비효율적, 비생산적 활동이 되는 것을 피하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분화된 단계와 각 단계별로 교수자,

학습자의 지침을 제시한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이 필요하다(Bevan,

2017; Glazewski & Mckay, 2016; Hsu, Baldwin & Ching, 2017;

Vossoughi & Bev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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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및 교

수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메이커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모형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교수자, 학습자가 각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지

안내하는 상세한 설명과 지침, 교수자, 학습자에 따른 구체적 교수전략

및 활동제시가 부족하다. 또한 반복적 제작과정 수행 단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선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서 구조화된 학습자료 및 자원의 제공, 단계별 스캐폴딩

전략, 단계의 상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을

위한 코딩과 알고리즘 설계, 컴퓨팅 사고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부, 2015b; 김홍진, 2018;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Kafai &

Burke, 2014; Martinez & Stager, 2013)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수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디지털 제작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Glazewski &

McKay, 2016)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출발점 확인, 도구, 재료, 자원의 제

공, 설계 목적의 명확화, 설계 과제의 구조화,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패하

기, 순환 과정의 강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15개의 고등학교를 대상

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을 진행한 연구와 아메리칸 원주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예술과 공학, 컴퓨팅을 결합하여 전자직물

(e-textile), 아두이노를 활용한 수업 진행의 경우 디자인상의 제한점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회로와 코딩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메이

킹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문화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시간 사이의 조

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Kafai et al.,

2014b; Kafai et al., 2014c). 이밖에도 메이킹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

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오, 팟캐스트, 디자인포트폴리오 등 문서화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메이커 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준과 필수적인 질문 구체화, 시나리오에 따른 메이커 수업 전개, 스캐

폴딩이 포함된 질문을 통해 학습과정을 돕고 활동의 계열화,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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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도울 수 있는 질문 제시 등이 교수전략으로 제시되었다(Gerstein,

2016; Martinez & Stager, 2013). 하지만 교수전략이 수업 전체를 포괄하

지 못하고 수업 절차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

에게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수업 모형과 교수

전략의 경우 모형의 단계와 교수자와 학습자 측면을 고려한 단계별 교수

전략과 활동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Bevan, 2017; Hsu, Baldwin & Ching, 2017). 또한

교수설계모형(instructional design model) 중 수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

는 ADDIE 등의 개념모형(conceptual model)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수

자가 실제 수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instructional model)

혹은 수업 모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메이커 교육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

에서 교사가 실제 수업 시 초등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이라는 특수한 상황, 맥락을 반영하여 교수설계모형을 활용하

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수설계모형, 수업 모형들은 초등

학교 맥락,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맥락, 메이커 교육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제작도구

중에서 초등학교 맥락에 맞게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구체적 조작물을 다

룬다는 학습자 특성에도 적합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교육을 진행할 때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도울 수 있도록 교수자 및 학습

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단계별 상세 지침과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순환성

화 환류과정, 초등학교 맥락에 맞는 상세화된 단계 및 스캐폴딩 전략을

포함하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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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산출물 및 도구 연구(유형 1) 모형 연구(유형 2)

탐색

주제

포괄적인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
모형 개발 : 포괄적 모형 및

구성요소 과정 개발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

: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모형 타당화 : 내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

도구의 설계 및 개발

: 도구 개발, 도구 사용
모형 사용

강조
특정 산출물 및 도구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 연구

결과

특정 산출물의 개발과

그것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얻은 교훈

새로운 설계, 개발 절차나 모형,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들

결론 맥락, 특수적인 결론 일반적인 결론

<표 Ⅲ-1> 설계·개발연구의 유형(Richey & Klein, 2007)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통해 본 모형 및 전략의 강

점과 약점,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계·개발연구방법을 사

용 하였다. 설계·개발연구는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

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

(Richey & Klein, 2007)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산출물 및 도구연구(유

형1)와 모형연구(유형2) 두 가지 연구 유형으로 나뉜다(<표 Ⅲ-1> 참

고). 이중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유형은 모형연구(유형2)로 포괄적 모

형 및 구성요소에 대한 개발 과정을 진행하면서 모형을 사용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모형과 교수전략의 산출물을 도출하여 일반

적인 결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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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 연구방법에 따라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등

학교 맥락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 및 메이커 교육 관련 프레

임워크,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및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을 탐색하였

다. 이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교육에 활용하거나 메이커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와 초등학교에서 메이커 교육을 진행할 때 고려해

야 할 학습자, 교수자의 특성, 교육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업 모형과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타당화를 거친 뒤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수정한 뒤 실제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

자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하고 수업 모형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최

종적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

략을 도출하였다.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

커 교육을 수행할 때 현장적용성이 높을 수 있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수업에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교

육에서 활용하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에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

다. 선행문헌 검토는 Creswell(2014)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핵심용어에

따른 문헌 수집, 분석, 결과 종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문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씽킹 모형, TMI 수업 모형 등을 초등학교 수업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메이커 교육에 활용

할 때 필요한 전략과 수업원리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피지컬 컴

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에 대하여 교육공

학 전문가(박사수료 이상) 5인과 초등학교 교사(교직경력 5년 이상, 석사

학위 이상) 3인에게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타당화 과정

에서 모형과 전략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편성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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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정의 및 선행문헌검토

연구참여자 선정

메이커 교육 및 피지컬 컴퓨팅 활용 교육 수업 모형, 전략 관련 선행문헌 검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전략 초안 개발

1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수업 모형, 전략 수정 및 보완

2차 전문가 타당화

데 사용한 평가문항은 나일주, 정현미(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 보

완 후 사용하였다. 총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3차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이후 수정된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적용하여 초등학

교 6학년 1학급에서 10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교수자, 학습자를 대상으

로 수업반응설문지와 성찰일지, 교수자 반응 설문지의 설문조사 및 면담

을 통해 수업 모형, 교수전략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을 분석하여 본 수업

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 전체 대상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이 컴퓨팅 사고

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 함양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의

교수자, 학습자 반응과 설문 및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모형과 교수

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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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 모형, 전략 수정 및 보완

3차 수업 모형, 전략 도출

3차 수업 모형, 전략 수업 현장 적용, 메이커 정신 및 컴퓨팅사고 사전검사

수업 모형, 전략에 대한 자료수집(교수자 반응 설문지(교수자), 수업반응설문지 및

성찰일지(학습자), 교수자, 학습자 면담), 메이커 정신 및 컴퓨팅사고 사후검사

수업 모형, 전략에 대한 교수자, 학습자 반응 분석(장점, 단점, 개선점)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최종 수업 모형, 교수전략 도출

[그림 Ⅲ-1] 연구절차

2. 연구대상자 및 도구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0월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학생 31명 중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28명과 교사 1명을 대상으로 1개의 학급에서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에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연구 시작에 앞서서 연구 참여자인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메이커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진행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

를 받았다. 실제 수업에서는 실생활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

탕으로 문제 생성 및 구조화가 이루어진 뒤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리고 협력적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메이킹을 통한 문제 해결과정을 경험하고 공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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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메이커 정신(mindset)과 컴퓨팅 사고력의 고차적 사

고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진행하여 2차시(80

분)씩 총 10차시의 메이커 수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6학년의 경우 코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조작하는데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에서 해당 디지털 제작도구의

기능을 익히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메이커 산출물을 만듦

으로써 산출물 제작을 통한 문제해결경험이라는 메이커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6학년의 경우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경계에 있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생활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생성 및 구조화가 이루어진 뒤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 및 조직하여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

계획을 고안하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

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적 사고활동

을 요구한다. 이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조작적 활동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하고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링, 시뮬레

이션하는 추상화 과정과 알고리즘을 짜는 자동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실행하는 추상적 사고과정도 수행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룰 위한 역

량을 갖춘 6학년을 선정하였다.

셋째, 교수자의 경우 메이커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과 실천의지를 일

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었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메이커 교육

에 대한 확산을 천명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현장에 있

는 교사들은 메이커 수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

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발된 수업 모형과 전략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메이커 교육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을 경험해보고자 하였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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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기 수업 모형 및 전략 도출을 위하여 디자인 씽킹 모

형을 비롯한 메이커 수업 모형, 이론적 프레임워크로서 메이커 교육 프

레임워크와 컴퓨팅 사고력 관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업 모

형과 전략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 학습자 대상 메이커 정

신(mindset) 및 컴퓨팅 사고력 사전·사후 검사지, 학습자 대상 수업반응

설문지와 구조화된 성찰일지, 교수자 반응 설문지, 교수자 및 학습자 대

상 면담질문지 그리고 마이크로비트(Micro:bit)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

다.

전문가 타당화에 사용한 검사지의 경우 나일주, 정현미(2001)의 평가문

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선행문헌 검

토를 통해 도출된 모형과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문항은 타당성, 설

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편성의 5가지 영역에 따라 구성하였고 각 영역

별로 4점 척도(4:매우 그렇다, 3:그렇다, 2: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정 및 개선사항의 경우 전문가

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메이커 정신(mindset) 및 컴퓨팅 사고력 사전, 사후 검사지는 수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메이커 정신(mindset)에 대

해서 평가하는 평가틀(강인애, 윤혜진, 2017; Flores, 2016; Yokana,

2015)과 컴퓨팅 사고를 측정하는 평가지(양재명, 이원규 외, 2017)를 연

구 성격에 맞도록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메이커 정신의 경우 인지적 영

역(minds-on), 실천적 영역(acts-on), 사회적 영역(social-on), 감성적 영

역(hearts-on), 체험적 영역(hands-on)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

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주도성, 탐구정신, 비판적 사고, 창의성 등이 어떻

게 변화했는지 15개 문항 5점 척도(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

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컴퓨팅 사고력

은 분석능력, 모델링 능력, 구현능력, 일반화 능력의 4개 영역에 따라서

문제를 분해하여 이해하고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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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었는지 15개의 검사문항을 5지선다의 객관식으로 구성하였다.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지를 구

성하는 구성요소별 영역과 세부항목은 <표 Ⅲ-2>와 같다.

컴퓨팅 사고력 메이커 정신

영역 세부항목 영역 세부항목

분석 능력

데이터 수집

인지적

영역(minds-on)

자기주도성
데이터 분석

탐구정신데이터 표현

모델링 능력

문제분해 비판적사고
추상화

창의성알고리즘과 과정

구현 능력

자동화
체험적

영역(hands-on)

도구 및 재료 활용 능력

기능성

감성적

영역(hearts-on)

도전정신

테스팅 지속성

만족감 및 자신감

일반화 능력 적용과 일반화

사회적

영역(social-on)

학습리소스

협업

공유

공감

실천적

영역(acts-on)

윤리적 책임감의 실천

변화촉진자로서의 성찰

<표 Ⅲ-2> 컴퓨팅 사고력, 메이커 정신 사전, 사후 검사지 구성요소

학습자 대상 수업반응 설문지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

로 메이커 수업을 위한 피지컬 컴퓨팅 활용 수업 모형과 전략에 따라 실

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본 수업에 대한 반응 분석을 통하여 강점, 약점,

개선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적도록 하였다. 구

조화된 성찰일지의 경우 본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앞으로 더 알고 싶었던 점, 자신이 만든 메이킹 작품과 문제

해결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여덟가지 성찰질문을 제시하여 메이킹 과

정 전반과 산출물을 성찰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 반응 설문지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수업을 실제로 수행

했던 교사에게 4점 척도(4점:매우 그렇다, 3점:그렇다, 2점:그렇지 않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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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매우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진 사용성 평가문항과 강점, 약점, 개선점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대상 면담의 경우 교수자 1인과 학습자 4인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개방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면담을 진행하기 이전 질

문지를 미리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학습자들

의 생각과 의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임철일, 2012). 교수자의 경우 본

연구의 수업 모형,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수업

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드백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질문지를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경우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과 기존 수업과의 차별성, 활동에 따른 반응을 중심으로 면담질문지

를 구성하고 보다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을 실제 수업 상황에 적용할 때 사용할 피지컬 컴

퓨팅 도구는 영국 BBC사에서 개발한 마이크로비트(Micro:bit)이다.

O'Sullivan과 Igoe(2004)가 제시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 기준에 따라 살

펴보았을 때 마이크로비트는 별도의 회로 구성이 필요 없이 센서에 따라

트랜스듀서를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어

할 수 있어서 높은 레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고 제작 및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O'Sullivan & Igoe, 2004; 서동수, 2006). 또한 보드형 중에서 입

력장치, 출력장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회로 구성

없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센서보드

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재휘, 김동호, 2016). 따라서 마이크로비트

(Micro:bit)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이라는 맥락적

요소와 초등학교 학습자라는 학습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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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피지컬 컴퓨팅 도구 마이크로비트(Micro:bit)

3. 자료수집

가. 선행문헌 검토

본 모형과 전략 개발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수집 및 선정을

실시하였는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riss.kr), 구글 학술검색

(http://scholar.google.co.kr)과 ERIC, SSCI 학술 저널을 활용하였다. 선

행문헌 수집 및 조사는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주제별 범위와 종류에 따

른 조사방법을 토대로 인용지수, 관련성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Creswell, 2014; Cooper, 2010). 선행문헌 검토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았

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메이커 교육이 지

니고 있는 핵심요소 및 기존 메이커 수업 모형 및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또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연구들에 대한 고

찰이 이루어졌다.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활용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이때 ‘메이커 교육’,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메이커 교

육 교수전략’, ‘피지컬 컴퓨팅 도구’, ‘컴퓨팅 사고력’, ‘maker education’,

‘maker based instruction’, ‘digital fabrication’, ‘digital physical tools’,

‘single-board computer’, ‘single-board micro controller’,

‘problem-solving’, ‘problem based learning’, ‘computational thinking’ 등

의 키워드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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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내적 타당화

1) 1, 2차 전문가 타당화

선행문헌을 통해 도출된 수업 모형, 교수전략의 내적 타당화를 위하여

교육공학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과

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도출된 메이커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의 타당성,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해당 모형과 전략의 적절

성, 초등학교 수업맥락과 초등학생의 특성, 메이커 교육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들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초등학교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총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 수

료 이상인 교육공학 전문가 5인과 교직 경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 3인으로 해당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는 <표 Ⅲ

-3>와 같다.

전문가 직위 경력 전문분야 최종학력

A 서울 D초등학교 교사 15년 교육공학 박사(Ph.D)

B 서울 K초등학교 교사 10년 교육공학 박사(Ph.D)

C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17년 교육공학 박사(Ph.D)

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16년 교육공학 박사(Ph.D)

E 서울 G초등학교 교사 6년
초등과학교육,

STEAM교육
석사(Ed.M)

F 서울 J초등학교 교사 5년 교육공학 석사(M.A.)

G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5년 교육공학
박사수료

(Ph.D ABD)

H 서울 E초등학교 교사 5년 초등컴퓨터교육 석사(Ed.M)

<표 Ⅲ-3> 전문가 타당화 참여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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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전문가 타당화에 사용한 검사지의 경우 나일주, 정현미(2001)의 평가문

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수업 모형과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하여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편

성의 5가지 영역에 따라 구성하였고 각 영역별로 4점 척도(4:매우 그렇

다, 3:그렇다, 2: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

였다. 또한 기타의견 영역을 포함하여 개발된 수업 모형 및 전략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문가 검토문항의 영역 및 내용은 <표 Ⅲ-4>과 같다.

영역 전문가 검토문항

타당성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은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 및 전략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은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은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은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보편성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은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의견
본 수업 모형 및 전략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표 Ⅲ-4> 피지컬 컴퓨팅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및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문항

다.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외적 타당화

1) 수업의 설계 및 실행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

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을 개발하고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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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수업 진행에 필

요한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를 제작한 뒤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

발한 수업 모형 및 전략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업 설계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이자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와 논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 수업 설계와 정교화를 하

였다. 수업은 실생활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생

성 및 구조화가 이루어진 뒤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

력적으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협력적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

서 메이킹을 통한 문제 해결과정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경험하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

(mindset)을 함양하고 메이킹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중

점에 두었다. 수업은 2018년 10월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학생 31명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28명, 교사 1명을 대상으로 1개의 학급에서 창의

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되었고, 단위 수업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진행하

여 2차시(80분)씩 총 10차시의 메이커 수업이 이루어졌다. 수업 실시 후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 및 수업대상자였던 학습자에게 면담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표 Ⅲ-5>과 같다.

연구

대상
소속 직위 성별

면담자 A A초등학교 교사 여

면담자 B A초등학교 학생 남

면담자 C A초등학교 학생 여

면담자 D A초등학교 학생 남

면담자 E A초등학교 학생 여

<표 Ⅲ-5> 면담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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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

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및 전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면

담하였다. 면담은 개발된 수업 모형 및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은 임철일, 연은경(2009)에서 사용된 문항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자, 학습자 반응 자료 수집 질문 문항은 <표 Ⅲ-6>와 같다. 또한

수업 모형과 전략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메이커 정신(mindset)

및 컴퓨팅 사고력 사전, 사후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메이커 정신

(mindset)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틀(강인애, 윤혜진, 2017; Flores, 2016;

Yokana, 2015)과 컴퓨팅 사고를 측정하는 평가지(양재명, 이원규 외,

2017)를 연구 성격에 맞도록 변형하여 제시하였다(<표 Ⅲ-2> 참고).

영역 전문가 검토문항

강점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모형 및

전략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약점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모형 및

전략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개선점
피지컬 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모형 및

전략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표 Ⅲ-6> 교수자, 학습자 반응 자료 수집을 위한 문항

4. 자료분석

전문가 타당화는 해당 수업 모형의 절차 및 구성요소, 교수전략에 대

한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4점 척도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때 각 문항별 응답 결과의 평균, 표준편차, 내용의 항목별 타당도를 나타

내는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항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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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판단의 일치를 나타내는 평가자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였다(Rubio et al., 2003). 내용타당도 지수(CVI)의 경우

.80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Davis, 1998). 또한 평가자간

일치도(IRA)는 .80 이상이 될 경우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ubio et al., 2003).

메이커 정신(mindset)과 컴퓨팅 사고력 사전·사후 검사 및 교수자, 학

습자 반응 검사에 활용한 설문지와 교수자, 학습자 면담의 경우 양적 자

료와 질적 자료를 각각 나누어서 해당 자료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양적 자료인 선택형 설문 문항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

자의 응답에 대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한 뒤 측정영역과 문항별 참여

자,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사전·사

후검사는 먼저 재구성한 검사지에 대하여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

여 내적으로 신뢰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하여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의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

편자, 평균차이를 구하고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Creswell, 2014). 질적 자료인 개방형 설문 문항과 교수자, 학습자 면담

결과의 경우 Creswell(2014)의 질적 연구절차 및 질적자료의 일반적 분

석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개방형 설문 응답결과와 면담 전

사 자료를 확보한 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 축소를 실시하고 핵심

개념을 선별해내는 코딩단계를 거친다. 이후 개념화, 범주화 단계에서 응

답내용과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범주화를 실시한다. 또한 범주화한 자료

를 수업 모형 및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연구자

가 관찰한 내용을 함께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주화를 할 때 상충되

는 내용을 따로 구분지어 놓는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Cresswell, 2014; Miles & Huberman, 1994). 결과를 표로 작성하

는 이유는 수업 모형 및 전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의견과 빈

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철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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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교육 수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장적용성이 높은 수업 모형 및 교수전

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총 네 단계의 과정을 거

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메이커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피지컬 컴퓨팅 도

구를 활용 교수전략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모형 및 교수전

략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초기 모형 및 교수전략에 대하여 교육공

학 전문가와 초등학교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바탕으

로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을 실제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한 뒤

교수자,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업 모형, 교수전략의 강점과 약점, 개

선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학습자 전체 대상 수업 반응 설문을 통해 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넷째, 교수자, 학습자 반응 및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도출

하였다.

1.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도출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교육 수업

을 위한 수업 모형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메이커 교육과 피지컬 컴

퓨팅 도구 활용 교육 관련 선행문헌을 분석하고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모형의 단계 및 전략 도출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관련 문헌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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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riss.kr), 구글 학

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과 ERIC, SSCI 학술 저널을 활용하였

다. 선행문헌 수집 및 조사는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주제별 범위와 종류

에 따른 조사방법을 토대로 인용지수, 관련성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졌

다(Creswell, 2014; Cooper, 2010). 선행 문헌 검토를 위해 ‘메이커 교육’,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 ‘피지컬 컴퓨팅 도구’,

‘컴퓨팅 사고력’, ‘maker education’, ‘maker based instruction’, ‘digital

fabrication’, ‘digital physical tools’, ‘single-board computer’,

‘single-board micro controller’, ‘problem-solving’, ‘problem based

learning’, ‘computational thinking’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메이커 수업 모형 단계 및 전략 개발에 참고한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가지로 Marshall과 Harron(2018)의 STEM에서의 메이커 교육 프레임워

크, K-12 Computer science framework steering committee(2016)의

K-12 Computer science 프레임워크, 그리고 Kong(2016)의 K-12 맥락 컴

퓨팅 사고 교육 프레임워크이다.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모두 고려한 이유

는 메이커 교육이라는 맥락과 코딩을 통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이라

는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그림 Ⅳ-1], [그림 Ⅳ-2], [그

림 Ⅳ-3] 참고).

먼저, Marshall과 Harron(2018)의 메이커 교육 프레임워크의 경우 소

유권과 권한부여(ownership/empowerment), 메이커 습관(maker habits),

산출물 제작(production of an artifact), 협력(collaboration), STEM 도구

(STEM tools)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또한 구성요소 별 특성으로는

소유권과 권한부여의 경우 개인적 유의미성, 즐거움, 독창성, 개별화, 메

이커 습관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장 지향적 마음, 자신감, 산출

물 제작의 경우 물리적 형태로의 구현, 협력의 경우 공동체와의 연결과

도구 및 산출물의 공유, STEM 도구의 경우 디지털 저작 도구와 만들기

도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메이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 및 특성

을 제시하고 있다.

K-12 Computer science 프레임워크는 핵심 개념으로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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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system), 네트워크와 인터넷(networks and the internet), 데

이터와 분석(data and analysis,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algorithms and

programming), 컴퓨팅의 영향(impacts of computing)으로 구성되어있고

핵심 실천사항으로 컴퓨팅 문화 양성(fostering an inclusive computing

culture), 컴퓨팅 산출물 제작(creating computational artifacts), 컴퓨팅을

통한 협력(collaborating around computing), 컴퓨팅 산출물 시험 및 정

제하기(testing and refining computational artifacts), 컴퓨팅 문제 인식

하고 정의하기(recognizing and defining computational problems), 컴퓨

팅에 관하여 의사소통하기(communicating about computing), 그리고 추

상화 개발 및 사용하기(developing and using abstractions)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때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요소를 모형과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Kong(2016)의 K-12 맥락 컴퓨팅 사고력 교육 프레임워크는 컴퓨팅 사

고 지식, 컴퓨팅 사고 실천, 컴퓨팅 사고 관점 세 가직 구성요소에 따라

각각 프로그래밍 기초 지식, 알고리즘, 재사용과 리믹스(remix) 기능, 반

복, 추상화와 모듈화, 테스트와 디버깅, 알고리즘적 사고, 표현, 연결, 질문,

컴퓨팅 자아, 디지털 권한을 하위 요소로 지니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맥

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더불어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세 가지 프레임워크 모두 메이커 교육이 지니는 특징과 피

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이 지니

는 특징을 모형과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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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STEM에서의 메이커 교육 프레임워크

[그림 Ⅳ-2] K-12 Computer science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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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K-12 맥락 컴퓨팅 사고력 교육 프레임워크

모형의 절차는 Brahms와 Crowley(2016)가 제시한 메이커 교육에서 나

타나는 메이커 활동의 성격을 기본으로 D.school K-12(2016)에서 제시한

디자인 씽킹 모형(design thinking model), Martinez와 Stager(2013)가

제시한 TMI 모형(Thinking, Making, Improving model), Loerscher,

Preddy, & Derry(2013)의 uTEC모형, Gerstein(2016)이 제시한 Stage of

Maker Education, 이지선(2017)의 디자인 사고 융합 메이커 교육 모형

그리고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2016)의 TMSI모형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임철일, 연은경(2006)이 제시한 래피드프로토타입 교수설계 모형(Rapid

prototype to ISD model)의 반복적 프로토타입 설계 및 사용성 평가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였다.

초기 수업 모형 및 전략도출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참고했던 디자인 씽

킹 모형의 경우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공감하기

(empathize)와 정의하기(define)를 포함하는 초기 계획(initial Planning)

단계와 계획(planning) 단계를 거쳐서 필수조건(requirements)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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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메이커
커뮤니티
실천요
소

(Brahms &
Crowley,
2016)

디자인
씽킹
모형

(D.school
K-12,2016)

TMI
모형

(Martinez
&

Stager,
2013)

uTEC모형
(Loersch
er,Predd
y, &
Derry,
2013)

Stage of
Maker
Education
(Gerstein
, 2016)

디자인
사고융합
메이커

교육모형
(이지선,
2017)

TMSI모
형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본 연구

분석
탐색과
질문
하기

공감
하기

생각
하기

- -

공감
하기

-

학습
준비
하기

정의
하기 정의

하기
공감
하기

<표 Ⅳ-1>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선행문헌 분석결과

고 분석과 설계(analysis & design)를 포함하는 구상하기(ideate) 단계,

실제 결과물을 실행(implementation), 실험(testing)해보는 프로토타입 제

작(prototype)단계, 평가(evaluation)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다(D.school K-12, 2016; Martinez & Stager, 2013). 메이커 교육의 정수

중 하나가 메이킹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제작자가 산출물

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사고과정을 외현화해서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지선, 2017; D.school. K-12, 2016).

기존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들의 주요과정을 Brahms와 Crowley(2016)

가 제시한 메이커 교육에서 나타나는 메이커 활동의 성격과 교수모형의

기본 틀인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에 맞추어 분류하였을 때 모형의

단계가 모든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선형적으로 제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유기적, 순환적 제작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자

가 참고할 수 있도록 모형의 단계가 상세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존 모형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도출된 주요 절차는 학습준비하기

(preparation), 공감하기(empathize), 정의하기(define), 설계하기(design),

탐색하기(tinkering), 제작하기(making), 공유하기(sharing), 적용 및 발전

시키기implementation & improving), 성찰하기(reflection)이고 각 절차

요소를 학교 안, 학교 밖 활동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메이커 교육 교수 모형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Ⅳ-1>과 같

다. 또한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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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략 연구자

� 학습자가 실생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ü 학습자가 실생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

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라

Gerstein (2016);

Lave & Wenger

(1991); Paige &

Daley (2009)

�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 검토하기

ü 왜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왜 해당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학

습자의 생각을 수집하라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의 한계점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라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라

D.school K-12 (2016)

<표 Ⅳ-2>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 선행문헌 분석결과

설계

재료 및

도구

탐색,

실험,

반복하기
구상

하기
-

활용

하기
복제

하기
발상

하기

팅커링

하기

정의

하기

팅커링

하기

설계

하기

자원

탐색하기

발전

시키기실험

하기

탐색

하기

개발

해킹과

목적에

맞게

다시

제작하기 프로토

타입

만들기

만들기
제작

하기

꾸미기

프로토

타입

만들기

만들기
제작

하기

수정

하기

결합,

복잡화

하기 제작

하기맞춤

제작

하기

실행
공유하

기

시험

하기

개선

하기
- -

테스트

하기

공유

하기

공유

하기

개선

하기

적용 및

발전

시키기

평가 - - - - - -
성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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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 공유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도록 하라

� 메이킹 활동 산출물 사용자 요구파악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과 직접적으로 사용할 사

람들과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학습자로 하여금 시각적 환

기물로 정리하도록 하라

�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 다듬기

ü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실현가

능성을 확인하도록 하라

ü 선정한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인 형식으로 정리하기 위하

여 제목, 문장으로 요약, 아이디어 적용, 사용자 및 요구사항

으로 적어보도록 하라

� 학습자의 주의력 환기하기

ü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자

료와 학습안내를 제공하라

� 학습자에게 학습목표 알려주기

ü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활동 전에 안내하라

Gagne(1977)

� 학습자의 출발점 확인하기

ü 제작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새로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

여 학습자 특성, 관심,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출발점을 확인

하라

Glazewski, Mckay

(2016)

�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수렴적, 확산적 사고 기법 활용하기

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수렴적 사고 기법(HIT, Evaluation

Matrix, PMI 등), 확산적 사고 기법(Brainstorming 등)을 활

용하여 아이디어 도출을 촉진하라

Treffinger,Isaksen,

& Doval(2000)

� 문제해결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안내하기

ü 문제해결 계획의 구체적인 요소 및 절차가 나타나있는 스크

립트를 제시하라

Weinberger,

Fischer & Mandl

(2005)

� 설계 과제를 구조화하기

ü 설계 과제는 반복적인 인공물 개발과 수정 혹은 재개발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확장하라

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 안내를 제공하고 점

차 줄여가라

ü 설계 상 제한점을 제공하여 내용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메

이킹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정하라

Collins, Brown &

Holum, (1991);

Glazewski, Mckay

(2016); Kafai,

Fields, & Searle

(2014)

� 문제해결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학습활동 제시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단계별 학

습활동을 제시하라

교육부(2015)

� 설계 목적을 분명히 하기

ü 설계 목적은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간에 설정하라

Glazewski, Mck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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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패하기, 수정의 순환과정을 강조하기

ü 실제 상황에서의 초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을 활용하라

ü 스토리보드, 도표, 모형제작 등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라

ü 설계 해결안에 있어서 오류가 실제 활용 측면에서 분명해지

면 이후 산출물 개발을 실패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안내하

라

ü 채택할 수 있는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패,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하라

강인애, 김명기

(2017); Blikstein

(2013); Halverson

& Sheridan (2014);

Glazewski, Mckay

(2016); Kapur

(2008); Martin,

(2015); Kafai,

Fields, & Searle

(2014); Wardrip &

Brahms (2016);

Martinez & Stager

(2013); D.school

K-12 (2016)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메이커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를 지원하라

ü 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

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라

Martin (2015);

Dougherty, (2013),

Gerstein, (2016);

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

�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학습 안내를 제공하기

ü 학습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성

찰, 적시의 코칭 및 직접 지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줄여나가라

ü 제작하기 활동에 대한 절차가 나타나있는 스크립트 제공하

라

ü 제작과정에서 제한점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제작과정을 촉

진하고 산출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

Collins, Brown &

Holum (1991);

Glazewski, Mckay

(2016); Kafai,

Fields, & Searle

(2014); Gerstein

(2016); Weinberger,

Fischer & Mandl

(2005)

� 학교를 벗어나는 실제적인 가치를 촉진하기

ü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메이킹 활동을 촉진하고 제

작을 위한 실제적 목적을 확보하라

Glazewski, Mckay

(2016)

� 학습자의 관찰 및 경험 촉진하기

ü 학습자가 관찰 및 경험하기를 통해 공감하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ü 학습자가 관찰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야기로 팀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

D.school K-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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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있는 탐구 질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습자를 지원하라

ü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 목적을 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탐구 질문을 활용하라

ü 교수자는 의미 있는 탐구 질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학

습자들에 대하여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점차 줄여나가라

Collins, Brown &

Holum (1991);

Glazewski, Mckay

(2016)

� 산출물에 대한 개선점 적어보게 하기

ü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파

악하도록 하라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2016);

Martinez &

Stager(2013)

� 메이킹 활동 시범보이기

ü 교수자는 숙련된 메이커로서 메이킹 활동에 대한 시범을 학

습자에게 보여라

ü 설명과 행동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제시하라

Brahms (2014);

Collins, Brown &

Holum (1991);

Gutwill, Hido, &

Sindorf (2015);

Gerstein (2016);

D.school

K-12(2016)

� 학습자의 성찰 지원하기

ü 학습자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제공하라

ü 자기평가, 동료평가 설문지를 제공하라

박성익 외(2012);

Gerstein (2016)

�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하기

ü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등

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임철일(2012);

박성익 외(2012;

Reigeluth (1999)

� 재료, 도구 및 안내 제공하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제공하고 성격을 나타낸 자료를 제

시하라

Glazewski, Mckay

(2016); CAST

(2011); Gerstein

(2016)

� 주제, 재료,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ü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하는 주제, 재료, 도구의

측면에서 선택지를 제공하라

강인애, 김명기

(2017); Cohen,

Jones, & Calandra

(2016); Fields &

Lee (2016); Ryan

et al.. (2016)

� 재료 및 도구를 다루는 탐색(tinkering) 활동 제공하기

ü 재료 및 도구를 다루는 탐색(Tinkering)활동을 제공하라

ü 재료 및 도구를 시연해볼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제시하여

모델링을 제공하라

Collins, Brown &

Holum (1991);

Dougherty (2012);

Brahms (2014);

Gutwill, Hido, &

Sindorf (2015);

Resnick &

Rosenbau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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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및 도구 시범보이기

ü 피지컬 컴퓨팅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재료 및 도구의 활용

및 작동원리를 학습자에게 시범을 보여라

ü 설명과 행동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제시하라

Brahms (2014);

Collins, Brown &

Holum (1991);

Gutwill, Hido, &

Sindorf (2015);

Gerstein (2016);

D.school

K-12(2016)

�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과정 기록하기

ü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제공하라

Martinez & Stager

(2013); Gerstein

(2016)

�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 주고받기

ü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도전하는 태도를

촉진하라

ü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학습자의 특성 파악

시간을 제공하라

Fields & Lee

(2016); Regalla,

(2016); Garrison &

Arbaugh (2007)

� 팀 구성하기

ü 학습자로 하여금 관심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팀

의 목표와 역할을 정하도록 하라

D.school K-12(2016)

� 동료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하기

ü 동료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참여정도, 학습한

내용지식, 수행 루브릭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임철일(2012);

박성익 외(2012);

Marloy & Edwards

(2018)

나. 초기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개발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

형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메이커 교육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교육 관련 선행문헌을 분석하고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모형의 단

계를 구성하였다. 메이커 교육의 주요 단계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을 핵심 요소로 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

형은 [그림 Ⅳ-4]과 같다. 개발된 수업 모형의 단계별 설명은 <표 Ⅳ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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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각 단계별 설명

학습

준비

하기

� 주의력 환기하기 :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자

료와 학습안내를 제공한다.

� 학습목표 안내하기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습조직 구성하기 : 학습자로 하여금 관심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팀의 목표와 역할을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감

하기

� 관찰 및 경험하기

ü 학습자가 학교 안 문제 상황, 실생활 관련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문제

상황 시나리오, 학급회의 결과 등을 통해 안내한다.

ü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시각적 요소를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

정의

하기

� 실생활 문제파악 및 생성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위하여 해당 주제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해보

고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유 및 정리하도록 한다.

ü 앞에서 도출된 문제가 피지컬 컴퓨팅 도구와 컴퓨팅 사고과정을 활용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한다.

설계

하기

� 문제해결 계획세우기

ü 최적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수렴적 사고 기법, 확산적 사고기법을

활용하고 제목-요약-아이디어 적용-사용자 및 요구사항의 항목으로 나

누어 적어보도록 한다.

� 문제구조화-자료분석 및 조직-추상화-알고리즘 설계하기 :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문제구조화, 자료 분석 및 조직-모

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상화, 알고리즘 디자인 설계 절차에 따라 단

계별 학습활동을 수행한다.

탐색

하기

� 재료 및 도구 탐색하기 :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제공하여 주제, 재료,

도구의 측면에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료 및 도구의 성격을 탐색해

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 시범보이기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작동원리에 대한 시

범을 보여준다.

제작

하기

�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 앞에서 도출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 등의 마음가짐을 통해 순환, 반복적으

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 수정 및 디버깅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와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이 제

대로 기능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한 뒤 수정한다.

� 사용성 평가하기 :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가를 하도록 한다.

공유

하기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 실험보고서,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제작한 산출물에 대하여 교수자, 동료학습자

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표 Ⅳ-3> 1차 수업 모형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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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발전

시키기

� 산출물 적용 및 개선점 찾아보기 : 교수자, 동료학습자의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 알고리즘 설계 및 수정을 중심으로 개

선점을 파악한다.

성찰

하기

� 성찰일지 작성하기 :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걸

쳐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개발 시 고려한 초등학교 맥락과 기존 메이커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가 메이커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 교수전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

하여 수업 모형을 통해 전체 수업 흐름을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단계를 보다 상세하게 나누어 단계별로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제시하였

다. 둘째, 메이커 교육이 도구나 장비의 기능을 익히는 교육이 아니라 학

습자로 하여금 메이킹 활동 자체를 경험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작하기(making)단계를 강조하고 세부 활동과 단계별 교수전략을 자세

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메이킹 활동을 순환적 단계를 강조하여 제작하기

(making)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학

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의 단계와 교수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

수단계 및 세부 활동 전체를 학교 안, 학교 밖 활동으로 제시하여 학교

안과 밖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하고자 하

였다. 이는 학교 안에서 모든 학습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감

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

조하는 메이커 교육의 핵심과도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메이킹 과정 전

체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학습 측면에서도 유의미하

다. 또한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공감 및 정의단계를

추가하고 학교 안 문제 상황에 대한 학습회의 데이터, 시나리오를 제시

하여 문제파악 및 생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이킹 활동 설계

시에는 문제해결 절차를 안내할 때 절차 스크립트 제시 및 구조화를 통

해 학습자의 계획 수립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탐

색(tinkering)하고 제작(making)하는 단계에서는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안

내자료, 학습자원을 충분히 제시하여 초기안내를 수준별로 제공하고 시

범보이기(modeling) 활동을 추가하여 구체적 조작기라는 학습자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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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구체물을 충분히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공유하기(sharing)와 성찰하기(reflection) 단계에서는 자신

의 산출물, 제작과정, 느낀 점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

록하고 동료학습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공유, 개방과 나눔이라는 메

이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과정 차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수업 모형은 크게 학습준비하기(preparation), 공감하기

(empathize), 정의하기(define), 설계하기(design), 탐색하기(tinkering), 제

작하기(making), 공유하기(sharing), 적용 및 발전시키기 (implementation

& improving), 성찰하기(reflection)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세부 수업 절차들이 2~3개씩 있다. 특히 정의하기(define) 단계에서는 창

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중 확산적, 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작하기(making)단계의 경우 교사의 시범보이기

(modeling), 프로토타입 제작하기(making prototype), 수정 및 디버깅

(modifying/debugging), 동료학습자 및 교수자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을 포함시켰고 적용 및 발전시키기(implementation & improving) 단

계에서 산출물을 적용해보고 개선점을 찾은 뒤 다시 제작하기

(re-making)의 단계를 포함시켜서 순환적, 반복적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의하기(Define) 단계와 설계하기(Design) 단계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때 필요한 문제구조화, 자료분석 및 조직,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의 문제해결 과정(computational process)을 거치고 제작하

기(making) 단계에서도 수정 및 디버깅(modifying/debugging)을 포함시

켜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때 필요한 컴퓨팅적 사고 요소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 단계를 학교 안 활동, 학교 밖 활동

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여 메이커 교육이 학교 안과 밖에서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구성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에 선행문헌 검토 및 분석을 통

해 도출한 초기 교수전략을 모형의 단계에 따라 위치시킨 것이 <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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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다. 학교 안 활동, 학교 밖 활동으로 각 단계별 세부 활동들을 구

분하여 배치하고 교수전략 실행에 필요한 도구 및 자료, 참고사항을 기

재하여 실제로 교사가 해당 모형에 따른 교수전략 수행 시 용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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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1차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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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절차 교수전략 도구/자료

학교

안

활동

학습

준비

하기

(Pre

parat

ion)

주의력

환기하기

(Gaining

attention)

� 학습자의 주의력 환기하기

ü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극자료와 학습안내를 제

공하라

학습목표

안내하기

(Informing

the

objectives)

� 학습자에게 학습목표 탐색 및 안내하기

ü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학습조직

구성하기

(Organizi

ng team)

� 팀 구성하기

ü 학습자로 하여금 관심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팀의 목표와 역할을 정

하도록 하라

공감

하기

(Em

pathi

ze)

관찰 및

경험하기

(Explorin

g/Experie

ncing)

� 학습자가 컴퓨팅 사고력 관련 실생활 문

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ü 학교 안 문제 상황, 제3세계를 위한 새로

운 장난감 제작, 운동화 제작 등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생활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제

시하라

컴퓨팅

사고

포함

문제

상황시

나리오

� 메이킹 활동 산출물 사용자 요구파악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과 직

접적으로 사용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학습자로 하여금 시각적 환기

물로 정리하도록 하라

� 학습자의 관찰 및 경험 촉진하기

ü 학교 안 문제상황에 관련하여 수집한 학

급회의 결과, 문제상황 관련 자료를 제시

하여 학습자의 관찰 및 경험을 촉진하라

문제

상황

관련

자료

정의

하기

(Def

ine)

실생활

문제파악

및

생성하기

(Ideatatio

n)

�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 검토하기

ü 왜 필요로하고 원하는지, 왜 해당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학습자의 생각을 수집하라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의 한계점 생각

해보도록 유도하라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를 정리하기 위

하여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라

� 아는 것 공유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에 대해 알고 있

는 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학습자로 하여

금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도록 하라

수렴적,

발산적

사고

도구

<표 Ⅳ-4> 1차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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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성격과 컴퓨팅사고과정과의 관련

성 확인하기

ü 메이킹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체험하기

위하여 문제의 성격이 피지컬 컴퓨팅 도

구와 컴퓨팅 사고과정(문제구조화-자료분

석 및 조직-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상화-알고리즘 디자인 설계)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라

� 학습자의 출발점 확인하기

ü 제작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새로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 특성, 관심,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출발점을 확인하라

� 학교를 벗어나는 실제적인 가치를 촉진하

기

ü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메이킹

활동을 촉진하고 제작을 위한 실제적 목

적을 확보하라

ü 학습자의 메이킹을 위한 노력을 학교 밖

의 보다 넓은 가치와 분명하게 연결하라

설계

하기

(Des

ign)

문제해결

계획세우

기(Planni

ng)

�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 다듬기

ü 최적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수렴적

사고 기법(HIT, Evaluation Matrix, PMI

등), 확산적 사고 기법(Brainstorming 등)

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을 촉진하고,

실현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라

ü 선정한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인 형식으

로 정리하기 위하여 제목, 문장으로 요약,

아이디어 적용, 사용자 및 요구사항으로

적어보도록 하라

� 설계 목적을 분명히 하기

ü 설계 목적은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간에

설정하라

ü 설계 목적은 “내가 왜 이것을 만들지?” 와

“누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지?”와 같은 인

간 중심 설계의 문제들에 의하여 안내하

라

� 설계 과제를 구조화하기

ü 설계 과제는 반복적인 산출물 개발과 수

정 혹은 재개발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

을 확장하라

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

안내를 제공하고 점차 줄여가라

ü 설계 상 제한점을 제공하여 내용지식에 대

한 이해를 돕고 메이킹 활동에 소요되는 시

간을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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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조

화-자료분

석 및

조직-추상

화-알고리

즘

설계하기

(Computa

tional

process)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문제해결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학습활동 제시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문제구조화-자료분석 및 조직-모

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상화-알고리즘

디자인 설계 절차에 따른 단계별 학습활

동을 제시하라

컴퓨팅

사고

단계에

따른

학습지

탐색

하기

(Tin

keri

ng)

재료 및

도구의

탐색(Tink

ering)

� 재료, 도구 및 안내 제공하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제공하고 성격을

나타낸 자료를 제시하라

ü 재료 및 도구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원 안내하라(유튜브 등)

재료,

도구

안내자

료,

학습자

원

� 주제, 재료,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ü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하는 주

제, 재료, 도구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에

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라

� 재료 및 도구를 다루는 탐색(Tinkering)

활동 제공하기

ü 재료 및 도구를 탐색해볼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제시하라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

시범

보이기

(Modeling)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작동 시범보이기

ü 피지컬 컴퓨팅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재료

및 도구의 활용 및 작동원리를 학습자에

게 시범을 보여라

ü 설명과 행동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순차적

으로 제시하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

학교

안/

학교

밖활

동

제작

하기

(Ma

king)

프로토

타입

제작하기

(Making

prototype)

�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패하기, 수정의 순

환과정을 강조하기

ü 스토리보드, 도표, 모형제작 등을 통해 프

로토타입을 제작하라

ü 설계 해결안에 있어서 오류가 실제 활용

측면에서 분명해지면 이후 산출물 개발을

실패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안내하라

ü 채택할 수 있는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

로토타입 만들기, 실패, 수정의 순환 과정

을 지속하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

각종

재료 및

도구,

컴퓨터



- 70 -

�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학습

안내를 제공하기

ü 학습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성찰, 적시의 코칭 및 직

접 지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줄

여나가라

ü 제작하기 활동에 대한 절차가 나타나있는

스크립트 제공하라

ü 제작물 아웃풋 이미지에 대한 예시를 제

시하라

ü 메이킹 활동 과정 중 학습자에게 피드백

제공 및 관련 학습자원 안내하라

ü 메이킹 활동 과정에서 제한점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제작과정을 촉진하고 산출물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메이커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원하라

ü 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

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수정 및

디버깅하

기(Modify

ing/Debu

gging)

� 수정 및 디버깅의 순환과정을 강조하기

ü 설계 해결안에 있어서 오류가 실제 활용

측면에서 분명해지면 이후 산출물 개발을

실패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안내하라

ü 채택할 수 있는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

로토타입 만들기, 실패, 수정의 순환 과정

을 지속하라

ü 프로그래밍 명령어가 제대로 구성되었는

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수정을 유도하라

� 의미 있는 탐구 질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습자를 지원하라

ü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 목적을 향한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탐구 질문

을 활용하라

ü 교수자는 의미 있는 탐구 질문을 개발하

기 위하여 모든 학습자들에 대하여 직접

적 지원을 제공하고 점차 줄여나가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

각종

재료 및

도구,

컴퓨터

사용성

평가하기

(Usability

test)

�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하기

ü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라

사용성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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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활동

공유

하기

(sha

ring)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Documen

tation)

�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과정 기록하

기

ü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오, 팟캐스

트, 디자인포트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

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제공하라

ü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기록을 디지털화

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

도큐멘

테이션

툴/온라

인플랫

폼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Commen

t/Feedbac

k)

�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 주고받기

ü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

며 도전하는 태도를 촉진하라

ü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학

습자의 특성 파악 시간을 제공하라

� 동료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하

기

ü 동료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참여정도, 학습한 내용지식, 수행 루브릭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동료평

가지

학교

안/

학교

밖활

동

적용

및

발전

시키

기

(Imp

leme

ntati

on&I

mpr

ovin

g)

산출물

적용 및

개선점

찾기(Impl

ementatio

n&Improv

ing)

� 산출물에 대한 개선점 적어보게 하기

ü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 사용성 평가를 바

탕으로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 알고리즘

설계 수정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하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개

선점

활동지

학교

밖활

동

성찰

하기

(Refl

ectio

n)

성찰일지

작성하기

(Reflection

journal)

� 학습자의 성찰 지원하기

ü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라

ü 학습자의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질

문을 제공하라

ü 학습자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제공하라

ü 자기평가, 동료평가 설문지를 제공하라

성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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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전문분야 인원 학력 검토내용 결과물

1차

전문가

타당화

교육공학 4 박사 �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초기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성, 이해도

� 초기 수업 모형의

절차별 타당성

� 초기 수업 모형에

따른 전략의 적합성

과 타당성

� 수정사항

도출

� 2차 수

업 모형

및 전략

개발

교육공학

2 석사초등과학

교육,

STEAM

교육

2차

전문가

타당화

교육공학

4 박사
� 수정된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

성, 이해도

� 수정사항

도출

� 3차 수

업 모형1 박사과정

<표 Ⅳ-5> 내적 타당화 과정 세부내용 요약

2. 내적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내적 타당화 과정은 모형 개발과정 및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Richey & Klein,

2007).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내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

쳐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여 초기 모형을 개선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Ⅳ-5>와 같다. 1차 전문가 타당화는 선행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

업 모형과 전략에 대하여 교육공학 전문가 4명(전문가 A,B,C,D)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2명(전문가 E, F)에게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의

경우 본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타당화 질문지에 대한 답

변,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 전체, 절차에 대한 타당성, 전략의 적

합성과 타당성, 초등학교 메이커 교육 수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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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

3 석사

� 수정된 수업 모형의

절차별 타당성

� 수정된 수업 모형에

따른 전략의 적합성

과 타당성

및 전략

개발

초등과학

교육,

STEAM

교육

초등컴퓨터

교육

영역 평균 표준편차 CVI IRA

타
당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당하다.

3.17 0.75 0.83

0.60

설
명
력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
를 잘 설명하고 있다.

3.17 0.75 0.83

적
절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3.17 0.98 0.67

보
편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화는 메이커 수업
을 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0.63 0.83

이
해
도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하고 있다.

2.67 0.52 0.67

<표 Ⅳ-6> 1차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 수업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

성, 이해도의 5가지 준거에 따라 4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

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고 심층 면담에서는 전문

가가 타당화 검사 평가문항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표 Ⅳ-6>은 전문가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와 IRA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 74 -

영역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1.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학습준비하기” 단계와
주의력 환기하기, 학습목표 안내하기 활동은 피
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
로서 타당하다

3.5 0.55 1.0

1
2.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공감하기” 단계와 관찰
및 경험하기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67 0.52 1.0

3.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정의하기” 단계와 실생
활 문제파악 및 생성하기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0.63 0.83

<표 Ⅳ-7> 1차 수업 모형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차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 타당성(평균

3.17점), 설명력(평균 3.17점), 적절성(평균 3.17점), 보편성(평균 3.00점)

측면에서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도(평균 2.67점)

의 경우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수업 모형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의 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

한 내용타당도 지수를 의미하는 CVI의 경우 적절성, 이해도 측면(0.67)

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0.80 이상이 나타났다. 평정자간 일치도 지수

인 IRA는 0.60으로 나타났다. IRA 지수가 다소 낮은 이유는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적절성과 이해도 측면이 미흡하여 CVI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차 수업 모형의 개별 절차에 대한 1차 타당화 검사를 실시

하였다. 본 수업 모형에서는 메이커 수업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할 때 필요한 절차들을 담고 있다. 수업의 절차는 크게 9단계이며 학

교 안, 학교 밖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단계별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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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설계하기” 단계와 문제
해결 계획세우기, 문제구조화-자료분석 및 조직-
추상화-알고리즘 설계하기(컴퓨팅사고과정) 활동
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67 0.52 1.0

5.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탐색하기” 단계와 재료
및 도구의 탐색, 시범보이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
하다

3.2 0.75 0.83

6.학교 안/학교 밖 활동 단계에서 “제작하기” 단
계와 시범보이기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수정 및
디버깅하기, 사용성 평가하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
하다

3.5 0.34 0.83

7.학교 밖 활동 단계에서 “공유하기” 단계와 제작
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
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2 0.75 0.83

8.학교 안/학교 밖 활동 단계에서 “적용 및 발전
시키기” 단계와 산출물 적용하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2 0.75 0.83

9.학교 밖 활동 단계에서 “성찰하기” 단계와 성찰
일지 작성하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2 0.75 0.83

수업 모형의 개별 절차에 대한 1차 타당화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준비하기 단계에서 학습목표 안내 및 주의력 환기하기, 학습조직 구성하

기 활동(평균 3.5점), 공감하기 단계에서 관찰 및 경험하기 활동(평균

3.67점), 정의하기 단계에서 실생활 문제파악 및 생성하기 활동(평균 3

점), 설계하기 단계에서 문제해결 계획 세우기 및 컴퓨팅 사고과정 활동

(평균 3.67점), 탐색하기 단계에서 재료 및 도구 탐색, 시범보이기 활동

(평균 3.2점), 제작하기 단계에서 프로타입 제작하기, 수정 및 디버깅하

기, 사용성 평가하기(평균 3.5점), 공유하기 단계에서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활동 (평균 3.2점), 적용 및 발전시키

기 단계에서 산출물 적용 및 개선점 찾기 활동(평균 3.2점), 성찰하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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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전문가 검토 의견 수정사항

모형의 단계
재구조화 및
명칭, 활동
명료화

� 전체적으로 모형의 단계 대한
구조화 및 정리가 필요하고 단
계가 많아서 줄일 필요가 있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묶을 수 있는 단계가 존재함)

� 단계명칭과 활동이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총 9개의 선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단계를 7개의 단계로 재
구성함

� 설계하기, 탐색하기, 제작하기,
적용 및 발전시키기 등 지나치
게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단계의 명칭을 메이킹 문제 정
의하기, 재료 및 도구 특성파악
하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표 Ⅳ-8> 1차 수업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

계에서 성찰일지 작성하기 활동(평균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절차

및 활동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에 대체로 적합하

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절차 및 단계

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고유한 특징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의하기 단계의 경우 검사 점수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실생활 문제파악 및 생성하기 활동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초등학생이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탐색하기, 공유하기, 적용 및 발

전시키기 단계 역시 앞, 뒤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성 있는 요소 간 통합 또는 모형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습 준비하기, 공감하기, 설계하기, 제작하기 단계의

경우 메이커 수업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서 매우 필요하며 보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드러나도록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수업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수업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을 <표 Ⅳ-8>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한 2차 수업 모형은 [그림 Ⅳ-5]와 같고 모형의 단계별 설명은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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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기,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로 구체
화하여 수정함

�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
기 이후에 알고리즘과 프로그
래밍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순
서를 변경함

� 학습준비하기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삭제함

� 성찰하기, 공유하기의 경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고 메이커 마인드 셋은
메이커 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이기 때
문에 모형 한 가운데 배치함

기존 모형과의
차별성 명시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
는 메이커 수업 모형이라는 특
성이 단계, 활동에서 잘 드러나
지 않음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
커 수업 모형 특성이 단계와
활동 명칭에서 잘 드러나도록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컴퓨팅
산출물, 메이킹 문제 등의 용어
를 추가하여 수정함

모형의 순환,
반복적인
특성 명시

�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순환,
반복적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순환, 반복의 과정이 잘 드러나
도록 원형으로 모형의 단계를
재구성하고 각 단계별로도 앞
뒤로 오갈 수 있도록 함

학교 안, 밖
단계별
제시의
적절성

� 학교 안, 밖 활동 표시를 모형
안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
음

� 학교 안, 밖 활동은 모형이 아
니라 전략에서 제시하는 것으
로 변경함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적절성

� 상황학습이론 프레임워크를 모
형 안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음.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상황학습이론 프레임워크를 참
고하되 모형의 절차에 직접적
으로 배치하는 것은 제외시킴

모형 속
영어표현
제시의
적절성

� 모형 그림 속에는 영어 표현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음

� 모형의 단계별 설명 부분에 영
어 표현을 추가하고 모형 그림
속 영어표현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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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각 단계별 설명

공감하기

(Empathize)

� 주변 관찰 및 면담하기

ü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을 면담, 관찰하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사

람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하기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해결해야 할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발견한다.

[그림 Ⅳ-5]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2차 수업 모형

<표 Ⅳ-9> 2차 수업 모형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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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 메이킹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기

ü 앞에서 발견한 실생활 문제 중에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고 선별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세우기

ü 문제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 재료 및 도구와 친해지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성격을

파악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루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간단한 실습활동을 통해

파악한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 언플러그드 활동하기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하기 : 문제상황, 원인, 최종 산출

물 이미지, 산출물 포함 기능과 더불어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를 정

하여 계획서를 구체화 한다.

ü 알고리즘 짜기 :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상자, 화살표 형태로 그려

본다.

� EPL 코딩활동하기

ü 알고리즘 코딩하기 : 앞에서 작성한 알고리즘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다.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Making

computational

artifact)

� 피지컬 컴퓨팅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하기 :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 내용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적용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하기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

성, 매력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는다.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

Modif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한 개선점

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종합하기

(Wrap-up)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

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한다.

� 메이커 페어 열기 :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메이커 페어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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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전

체

과

정

공유하기

(Sharing)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 실험보고서,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제작한 산출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성찰하기

(Reflecti

on)

� 성찰일지 작성하기 :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제작과정 전반

에 걸쳐 성찰을 한다.

3)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교수전략은 초등학교 맥락에서 교사들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

한 메이커 수업을 수업 모형의 절차대로 설계 및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수업 단계별로 2∼3개 씩 총 31개, 세부지침까

지 포함할 경우 총 54개의 교수전략을 개발하였다. 또한 절차에 따라 활

용할 수 있는 도구, 상세 지침 등을 기재하여 교수자들이 해당 전략을

활용할 때 상세한 정보를 얻고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

다. 개별 교수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대체적으로 제시된 교수전략

들이 타당하다는 평가(평균 3.00 이상)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중복되거

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합칠 수 있는 전략들이 일부 나타나 전략의 수

를 줄이고 보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과 메이커 교육이라는 특성이

드러나는 교수전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습자

에게 학습목표 탐색 및 안내하기(평균 2.67점), 팀 구성하기(평균 2.83점),

학습자의 출발점 확인하기(평균 2.33점) 등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전략이

제시되어 있어서 교수자가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전략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가 컴퓨팅 사고력 관련 실생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

내하기(평균 2.83점), 설계 과제를 구조화하기(평균 2.50점), 의미 있는 탐

구질문 도출을 위하여 학습자를 지원하기(평균 2.83점), 산출물에 대한

개선점 적어보기(평균 2.83점)처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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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전문가 검토 의견 수정사항

전략의

재구조화 및

정리

� 전체적으로 전략에 대한 구조

화 및 정리가 필요하고 전략이

너무 많아서 줄일 필요가 있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중복되는 전략이 존재함)

�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략이 많아서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이 필요함

� 총 54개로 제시되어 있던 전략

을 총 21개로 재구성하고 중복

되어 있던 전략을 통합함

� 각 전략마다 예시 및 해설부분

을 추가하여 전략에 대하여 교

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제시함

용어의 정제

� 번역 투의 표현이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표

현된 전략들이 있고 어미의 통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장에서 교사가 메이커 수업

을 진행할 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고 ‘~하라’로

어미를 통일함

전략 제시의

논리적

정합성

� 제시된 전략 중에서 논리적 흐

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전략들이 있음

� 수업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전

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모형의

단계별로 전략을 배치함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수업의

차별성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

는 메이커 수업이라는 특성이

수업 전략에서 잘 드러나지 않

음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

커 수업의 특성이 전략에서 잘

드러나도록 알고리즘, 프로그래

밍, 컴퓨팅 산출물, 메이킹 문

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전략

을 수정함

전략에서

순환,

반복적인

특성 명시

�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순환,

반복적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순환, 반복적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 수정 및 디버깅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전략을 수정함

<표 Ⅳ-10>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

커 수업에 필요한 전략이지만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서 문장 표현을 명료화하고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개선사항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을 <표 Ⅳ-10>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한 2차 교수전략은 <표 Ⅳ-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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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밖

단계별

제시의

적절성

� 학교 안, 밖 활동 표시를 모형

안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

음

� 학교 안, 밖 활동은 모형이 아

니라 전략에서 제시하는 것으

로 변경함

주요

과정
교수전략

공감하기

(empathize)

학교

안/밖

�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이커 정신(mindset)을 자극하는 자료와 학습안내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자체의 즐거움, 호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등을 길러주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생활 주변의 인물, 사례를 제시

한다.

학교

안

� 학습자의 관찰 및 동료학습자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유

사한 관심주제 별 메이커 팀을 구성하라

예시

및

해설

주변상황을 관찰하고 동료학습자의 면담내용 결과 유사한

관심 주제별로 3, 4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다.

학교

안

�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

을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요

소
단계 사고과정

확

산

적

사

고

기

법

브레인스

토밍

(Brain

Storming)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할 때 판
단보류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독창성의 원리,
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
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기법

시넥틱스

(Synectics)

창의성 신장을 위해 지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
소, 합리적 요소보다 비합리적 요소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유추, 비유를 활용하여 낯선 대상
과 친숙한 대상을 연결시키는 기법

형태학적

분석

(Morpholo

gical

Analysis)

행렬표를 활용하여 다루는 주제의 차원(요소)
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눈 뒤, 각 차원에 속하
는 속성들을 조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
법

수

렴

적

사

PMI

(Plus,

Minus,

Interesting)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대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기록한 다
음 각가에 대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방식으
로 진행하는 기법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표 Ⅳ-11>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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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단계 사고과정

고

기

법

스캠퍼

(SCAMPER)

특정 대상 및 문제에서 출발하여 변형시키는

것으로 대치(substitute), 결합(combine), 적용

(adapt), 수정(modify), 용도 전환(put to other

uses), 삭제(elimination), 재배치(rearrange) 등

의 질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기법

HIT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해결방

안에 대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기

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법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학교

안

� 학습자가 주변의 실생활 관련 문제를 찾을 때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학교 안 문제 상황, 학급 내 문제상황, 자기와 관련된 사소

한 문제 등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구글 문서, 구글 폼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학교

안

� 학습자 주변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제가 메이킹 활

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탐

구질문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탐구질문 3가지를 제

시한다.

1.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2.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3.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학교

안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에 대한 계획서를 작

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문제 해결 계획서

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

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

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학교

안/밖

�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재

료 및 도구를 준비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양한 재료 및 도구의 선택권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키트(센서, 전선, 배터리 등)

- 레고 블록, 색도화지, 수수깡, 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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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풀, 글루건, 순간접착제, 밸크로 테이프

- 드라이버, 나사, 전동드릴, 니퍼

-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도색스프레이

학교

안/밖

� 학습자가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

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발견한

특성을 협업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바구니 별로 구비해놓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파악한 특성을 구글 문서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팀별로 정리한다.

- 레고 블록 : 구멍에 블록들을 끼워서 조립하는 형태로 다

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밸크로 테이프 : 암테이프(부슬부슬 함), 수테이프(뾰족뾰

족 함)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을 붙였을 때 잘 붙음

학교

안/밖

�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 Makecode(https://makecode.microbit.org/)

- Makerschool(http://makerschool.kr/)

- MakerED(http://www.makered.or.kr/)

- Youtube, google 검색

- 메이커 산출물 사진, 그림자료

학교

안

�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활동과 시범보이기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지니고 있는 센서들의 작동원리, 컴퓨

터와의 연결, EPL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를

학습자와 같이 풀어보고 교수자가 시범을 보여준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학교

안/밖

� 학습자가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최종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글과 그림

으로 표현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

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

서에 최종산출물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하

도록 한다.

학교

안

� 학습자가 메이킹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의 기능이 알고

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순서도의 형태

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도록 하라

예시

및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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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산출물에 구현할 기능을 문장형태로 적는다.

2. 작성한 문장을 절차에 따라 잘게 나눈다.

3. 잘게 나눈 문장을 순서도(상자,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한다.

4. 메이커 팀별로 토의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학교

안

� 작성한 알고리즘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딩하고 결과값

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반복적

디버깅 과정을 거쳐라

예시

및

해설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

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반복적으로 디버깅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디버깅 : 오류가 발생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어디인가? 왜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Making

computational

artifact)

학교

안/밖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

를 통해 시뮬레이션하면서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

는지 탐색하라

예시

및

해설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

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현재 작성한 알고리즘 보다 더 효과적

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명령어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한다.

학교

안/밖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

에 두고 해당 기능 구현에 맞는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외형을 제작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능을 돕고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고 다른 재료, 도구를 활

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교실 안 온도계 :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학급 게시판에 부착

하면 좋겠음.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 주변에 부직포를 붙

이고 순간접착제와 핀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부착하면 되겠음.

어두운 상자 안에 넣어서 온도가 잘 보여지도록 하면 좋겠음.

학교

안

�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

과성, 효율성, 매력성, 용이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

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하라

예시

및

해설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준을

제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알고리즘>

- 효과성 : 제작한 산출물이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는

가?(5점척도)

- 효율성 :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구조,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가? (5점척도)

- 매력성 : 만들어진 산출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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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성 : 제작한 산출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5점척도)

-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에서 고쳐야할 점

- 알고리즘 설계시 고쳐야할 점

학교

안/밖

�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

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

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

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

적으로 강조한다.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

Modif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학교

안/밖

� 사용성 평가 결과와 도출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산출물이 나올 때 까지 반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

하여 산출물을 완성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

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

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

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종합하기

(Wrap-up)

학교

안

�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메이킹 과정을 자유

롭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예시

및

해설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를 통해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하고 메이커

페어 열어서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나눔과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모

형

전

체

과

정

공유

하기

(Sharing)

학교

밖

� 학습자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오, 팟캐스트, 디자인포트

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슬랙, 클래스팅 등) 활용하여 기록을 디지털

화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찰

하기

(Reflect

ion)

학교

안/밖

�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

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조화된 성찰일지 : 메이킹 과정과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에 대한 요약, 메이킹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새롭

게 알게 되거나 배운 점, 팀원들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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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타

당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당하다.
3.71 0.47 1

1
설

명

력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에 필요한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4.00 0 1

적

절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00 0 1

<표 Ⅳ-12> 2차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나.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2차 전문가 타당화는 앞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2차 수업 모형, 교수전략에 대하여 교육공학 전문가 5명(전문가

A,B,C,D,G)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 2명(전문가 E,H)에게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의 경우 1차 전문가 타당화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타당화 질문지에 대한 답변, 면담의 방법을 사용

하여 모형 전체, 절차에 대한 타당성, 전략의 적합성과 타당성, 초등학교

메이커 교육 수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 수업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

성, 이해도의 5가지 준거에 따라 4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

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고 심층 면담에서는 전문

가가 타당화 검사 평가문항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표 Ⅳ-12>은 전문가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와

IRA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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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편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86 0.38 1

이

해

도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컴퓨팅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

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3.57 0.53 1

수정된 2차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 타

당성(평균 3.71점), 설명력(평균 4.00점), 적절성(평균 4.00점), 보편성(평

균 3.86점), 이해도(평균 3.57점)으로 나타나 모형이 대체로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를 의미하

는 CVI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1.00이었고 평정자간 일치도 지수인 IRA

역시 1.00이어서 수업 모형의 내용타당도와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수업 모형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초

등학교 메이커 수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순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 형태로 모형을 제시하여 시

작과 정리단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작단계와 정리단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모형 가운데 위치시킨 메이커 정신(mindset)의 경우 본 수업을 통해 함

양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수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

인지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으로서 메이커 마인드 셋이 분명하

게 드러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2차 수업 모형의 절차에 대한 2차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

다.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이라는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7단계에 걸쳐서 수업 단계를 구성하였고 나머지 두

단계는 수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계별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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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공감하기

(Empathize)

� 주변 관찰 및 면담하기

ü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을 면담, 관찰하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정리

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하기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를 발견한다.

3.71 0.49 1

1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메이킹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기

ü 앞에서 발견한 실생활 문제 중에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고 선별

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세우기

ü 문제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

이 들어가면 좋을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4.00 0.00 1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 재료 및 도구와 친해지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

료와 도구의 성격을 파악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루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간단

한 실습활동을 통해 파악한다.

4.00 0.00 1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 언플러그드 활동하기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하기 : 문제상

황, 원인, 최종 산출물 이미지, 산출물 포함 기

능과 더불어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를 정하여 계

획서를 구체화 한다.

ü 알고리즘 짜기 :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

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상자, 화살표 형태로 그려본다.

� EPL 코딩활동하기

ü 알고리즘 코딩하기 : 앞에서 작성한 알고리즘

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다.

3.71 0.49 1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Making

computational

artifact)

� 피지컬 컴퓨팅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하기 : EPL을 활용하여 코

딩한 내용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적용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하기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

3.57 0.53 1

<표 Ⅳ-13> 2차 수업 모형 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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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

용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는다.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

&

Modif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

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

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

가와 도출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

을 수정, 개선한다.

4.00 0.00 1

종합하기

(Wrap-up)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

과를 발표한다.

� 메이커 페어 열기 :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한다.

3.71 0.49 1

모

형

전

체

과

정

공유

하기

(Sha

ring)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 실험보고서, 비

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제작한 산출물에 대

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교수자, 동료학습자

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3.57 0.79 0.86

성찰

하기

(Refl

ectio

n)

� 성찰일지 작성하기 :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

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한다.
3.86 0.38 1

수업 모형의 개별 절차에 대한 2차 타당화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

하기(평균 3.71점),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평균 4.00점), 재료 및 도구 특

성 파악하기(평균 4.00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평균 3.71

점),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평균 3.57점),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평균 4.00점), 종합하기(평균 3.71점), 공유하기(평균 3.57

점), 성찰하기(평균 3.8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절차 및 활동이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에 모두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

이커 수업의 고유 특징이 단계와 단계별 활동에서 나타난다는 의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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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전문가 검토 의견 수정사항

모형의 형태

수정

� 순환성을 강조하는 원 형태의

모형의 경우 시작과 정리단계

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시작과 정리단계가 명확히 드러

날 수 있도록 선형적 모형과 원

형태의 모형을 절충하여 수정함

모형 내

메이커 정신

(mindset)

성격 명확화

� 모형 가운데 위치시킨 메이커

정신(mindset)의 경우 본 수업

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

인지, 수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지 의미가 불분명함

� 메이커 정신(mindset)을 본 수

업에서 핵심적으로 성취해야하

는 목표로 상정하고 추가적으

로 코딩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배치하고

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목표로서 특징을 부각시킴

<표 Ⅳ-14> 2차 수업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계에 대한 활동 부분의 주체가 교수자, 학습자로 혼용되어

나타나서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 및 메이커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교수자, 학습자 활동을 명확히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공

유하기 단계의 경우 모형 전체보다는 핵심활동이나 수업 후반부에 제시

해주는 것이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공감하기 단계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요구사항 파악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해결

이 필요한 문제 살펴보는 수준으로 활동을 축소해야한다는 점,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의 경우 사용성 평가보다는 개선점 찾기 수준으로

활동을 축소해야한다는 점, 언플러그드 활동의 의미를 명료화해야한다는

점의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수업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수업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을 <표 Ⅳ-14>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업 모형에 대한 수정 사

항은 크게 모형의 형태 수정, 모형 내 마인드 셋 성격 명확화, 모형만의

독창적 단계 추가 등 모형 전반에 대한 수정사항과 공유하기 단계 활동

명료화, 공감하기 단계 활동 단순화 등 세부 단계에 대한 수정 사항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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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학습자의

단계별

활동이

혼용되어

제시

� 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의 표현

주체가 교수자, 학습자로 혼용

되어 나타남

�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과 메이

커 교육 특성에 맞도록 교수자

의 활동, 학습자의 활동으로 나

누어서 명시적으로 제시함

공유하기 단계

적용의 모호성

� 공유하기 단계가 모형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

적이지 않음

� 공유하기 단계의 경우 후반부

정리하기 단계에서 메이커페어

를 개최하는 활동에서 강조하

고 산출물 제작하기 단계와 개

선하기 단계의 활동에서 강조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함

공감하기

단계 활동의

단순화

� 공감하기 단계의 경우 주변사

람들의 요구사항 파악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공감하기 단계에서 해결이 필

요한 문제를 찾거나 살펴보는

수준으로 활동을 축소함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 단계

활동의

단순화

� 사용성 평가까지 수행하기에는

초등학생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함

�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

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구조

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제시하

고 개선점 찾는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수정함

언플러그드

활동 의미

명료화

� 보통 언플러그드 활동은 놀이

활동을 통해 CS의 원리를 파악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알고

리즘 설계 활동에 국한되어 제

시됨

� 언플러그드 활동이 지니는 본

래의 의미에 맞도록 놀이활동

을 통한 알고리즘의 의미 이해

활동을 추가함

용어 수정

�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

기 단계에서 알고리즘은 설계

하는 것이 맞지만 프로그래밍

은 설계하는 것이 아님

�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래밍

으로 단계명 변경

모형만의

독창적인

단계

� 모형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

인 단계 또는 요소 필요

� 모형 전체를 메이킹 전, 중, 후

단계로 나누고메이킹 단계의 세

분화 및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

래밍 시 리믹스(remix) 요소를

추가함

모형의

사용자

편의성 고려

� 모형이 이론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지만 실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고

려해야 함

� 실제 교육현장의 맥락을 반영

하여 모형의 단계가 순환적으

로 계속 이어지거나 종료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교사가 선

택할 수 있도록 분지형으로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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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전문가 검토 의견 수정사항

전략의

위계화

� 교수자가 용이하게 전략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전략의 위계성

을 고려하여 재구성이 필요함

� 교수전략을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으로 나누어서 위계적

으로 재구성함

<표 Ⅳ-15>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

3)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이후 총 54개로 제시되어 있던 전

략을 총 21개로 재구성하고 중복되어 있던 전략을 통합하였다. 또한 각

전략마다 예시 및 해설부분을 추가하여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제시하였다. 개별 교수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에

비해 제시된 교수전략들의 타당성이 향상(평균 3.67점)된 것으로 나타났

다.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의견으로는 전략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일

반설계전략과 상세지침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문장 표현을 명료하게 수

정했으면 좋겠다는 점, 전략의 학교 안, 밖 제시가 적절한 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점, 일부 전략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이 제시되 수정이 필요하

고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전략에 성찰일지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전략의 중요성에 따라 배치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 제작하기 단계에서 산출물 제작을 강화, 재조직 하

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4)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개선사항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을 <표 Ⅳ-15>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수전략의 경우 전략을 전

체적으로 위계화 하여 다시 제시하고 중요성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등

교수전략 전반에 걸친 수정의견과 성찰일지 활용에 대한 전략 명료화,

표현의 명료화 등 세부 전략에 대한 수정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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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중요성에

따른 배치

� 전략의 중요성에 따라 배치순

서 변경이 필요함

� 중요도가 높은 전략을 앞쪽으

로 배치함

학교 안,밖

전략 제시의

적절성

� 수업 모형의 특성상 전략의 학

교 안, 밖 제시가 적절한지 검

토가 필요함

� 수업 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제

시함

세부 전략

수정

� 성찰일지 활용의 경우 언제, 어

떻게 활용할지 추가적으로 제

시가 필요함

� 성찰일지 활용의 경우 언제, 어

떻게 활용할지 추가적으로 제

시함

� 산출물 제작의 경우 중요한 단

계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점 찾

기가 아니라 강화, 재조직하는

내용이 필요함

� 산출물 제작을 강조하기 위하

여 단계를 세분화하고 강화, 재

조직하는 전략을 추가함

� 언플러그드 활동, EPL코딩활

동, 피지컬 컴퓨팅 활동의 차별

성이 드러나도록 전략 수정이

필요함

� 언플러그드 활동, EPL코딩활

동, 피지컬 컴퓨팅 활동의 차별

성이 드러나도록 전략에 해당

단계의 특징을 명시함

문장표현의

명료화

� 일부 전략의 경우 문장이 간결

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

정이 필요함

� 전략을 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간결하게 제시함

중복되는

전략 수정

� 일부 전략에서 중복되는 내용

이 제시됨

�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

도록 전략을 수정함

위에서 제시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

견 및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3차 수업 모형은[그림 Ⅳ-6]와 같고 모형

의 단계별 설명과 교수전략은 <표 Ⅳ-16>, <표 Ⅳ-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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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3차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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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각 단계별 설명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공감하기

(Empathize)

� 주변 관찰 및 면담하기

ü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을 면담,

관찰하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

하여 문제상황을 파악한다.

ü 동료학습자와의 면담 및 주변

관찰결과를 정리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하기

ü 면담 및 관찰결과를 종합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발견한다.

� 주변 관찰 및 면담 지원하기

ü 주변 관찰 및 면담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적,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ü 관찰 및 면담결과 정리를 위

한 구조화된 학습지를 제공한

다.

� 팀 구성하기

ü 관찰 및 면담결과 유사한 관

심 주제별로 3, 4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 지원하기

ü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제

시하여 실생활 문제 발견을

지원하라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메이킹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기

ü 앞에서 발견한 실생활 문제

중에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고

선별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세우기

ü 문제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

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다.

� 메이킹 관련 문제로 유도하기

ü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로 좁힐 수 있도록 탐

구질문을 제시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립 지

원하기

ü 구조화된 메이킹 문제해결 계

획서를 제공한다.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 재료 및 도구와 친해지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성격을 파악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루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

소와 특징을 간단한 실습활동

을 통해 파악한다.

� 재료, 도구 제공 및 탐색활동

지원하기

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 특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준

비한다.

ü 다양한 재료, 도구를 자유롭게

다루고 정리할 수 있도록 탐

색활동을 제공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탐색활동

지원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

소와 특징을 간단한 실습활동

을 통해 파악하도록 시범을

보인다.

<표 Ⅳ-16> 3차 수업 모형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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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믹스(remix)

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with remix)

� 언플러그드 활동하기 : 컴퓨터

를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 원

리 파악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하기 : 문제상황, 원인, 최

종 산출물 이미지, 산출물 포

함 기능과 더불어 어떤 재료

를 사용할지를 정하여 계획서

를 구체화 한다.

ü 놀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원리

파악하기 : 게임, 놀이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활동을 한다.

ü 리믹스(remix) 활동하기 : 일

부 제시된 알고리즘을 보면서

알고리즘을 더 발전된 형태로

완성한다.

ü 알고리즘 짜기 : 문제 해결 계

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

즘을 짜면 좋을지 상자, 화살

표 형태로 그려본다.

� 리믹스(remix)를 활용하여 EPL

코딩활동하기 : 컴퓨터를 사용

하여 알고리즘 코딩

ü 리믹스(remix)하기 :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제시된 코드

를 보면서 더 발전된 형태로

코딩한다.

� 언플러그드 활동 지원하기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알고

리즘 원리 파악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할 때 이미지와 포함기능

을 중심으로 수정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ü 놀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원리

파악하기 : 게임, 놀이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활동을 한다.

ü 리믹스(remix) 활동 지원하기

: 알고리즘 중 일부를 제시한

뒤 학습자가 보다 발전된 형

태로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도

록 유도한다

ü 알고리즘 설계 지원하기 : 문

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

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

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

지 상자, 화살표 형태로 그려

본다.

� 리믹스(remix)를 활용하여 EPL

코딩활동 지원하기 : 컴퓨터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코딩

ü 리믹스(remix)하기 :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코드를

제시해주고 더 발전된 형태로

코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컴퓨팅산출물

조립하기

(Making for

assembly)

� 공통된 메이킹 문제 선정하기

ü 모둠별로 제시한 메이킹 문제

중 공통된 문제를 선정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한 안

내된 메이킹 활동하기

ü 교수자와 함께 앞에서 선정한

메이킹 문제 중에서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출

물을 단계에 따라 제작한다

� 공통된 메이킹 문제 선정하기

ü 학습자들이 제시한 메이킹 문

제 중 공통된 문제를 선정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한 안

내된 메이킹 활동 지원하기

ü 산출물 완성 이미지를 제시하

고 단계에 따라 학습자와 함

께 제작한다.

ü 안내된 메이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해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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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Making for

creative

construction)

� 문제해결을 위한 피지컬 컴퓨

팅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 컴퓨

터를 사용하여 코딩한 결과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확인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하기 :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 내용

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적

용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하기 : 피지컬 컴퓨

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

한다.

� 적용 및 사용성 평가하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

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

성, 효율성, 매력성의 측면에

서 어떤지 구조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바탕으로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

는다.

� 문제해결을 위한 피지컬 컴퓨팅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하기 : :

컴퓨터를 사용하여 코딩한 결과

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확인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 지원하기

: EPL 프로그램과 피지컬 컼

퓨팅 도구의 연결이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 지원하기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

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

료를 비치한다.

� 적용 및 사용성 평가 지원하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

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

성, 효율성, 매력성의 측면에

서 어떤지 구조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바탕으로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

는다.

알고리즘,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

Modif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

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

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

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한 개선점

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 지원하기 :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지 프

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개선 지원

하기 : 외형 중에서 더 효과적

인 재료가 없을지 유도하는 질

문을 던진다.

단계 선택

� 앞에서 진행된 메이킹 과정과 연결되는 새로운 메이킹 산출물 필요

시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로 이동

� 앞에서 진행한 메이킹 과정 마무리 시 종합하기로 이동

종합하기

(Wrap-up)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

표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

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

점, 결과를 발표한다.

� 메이커 페어 열기 : 제작한 산

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메이

커 페어를 개최한다.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

표 지원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 점,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

할 수 있도록 실패에 긍정적인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

성한다.

� 메이커 페어 개최 지원하기 :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

누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를 위

해 장소와 시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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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전

체

과

정

공유하기

(Sharing)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

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단계에서 사진, 비디

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

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컴

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리

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

선하기 단계에서 제작한 산출

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

에서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

드백을 주고받는다.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 지원

하기 :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

기,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단계에서 사진,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수단을 제공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컴

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리

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

선하기 단계에서 제작한 산출

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

에서 학습자에게 지원적, 긍정

적 피드백 중심으로 제공한다.

성찰하기

(Reflecti

on)

� 성찰일지 작성하기 : 메이킹 과

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 성찰일지 작성 지원하기 : 구조

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제

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유

도한다.

일반설계전략 상세지침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변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라

수업

전,중

1.1.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이커 정신(mindset)을 자극하는 자료와 학습안내를 제공

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자체의 즐거움, 호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등을 길러주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제 생활 주변의 인물, 사례를

제시한다.

수업

전,중

1.2. 주변 관찰 및 면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 조성 및 구조화된 학습지를 제공하

라

예시

및

해설

사소한 것으로부터라도 주변 관찰 및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가 용납되는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찰 상황, 내용, 면담 대상, 내용 등의 항목이 담긴 학습지

를 제공한다.

수업중
1.3. 학습자의 관찰 및 동료학습자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유

사한 실생활 관심주제 별 메이커 팀을 구성하라

예시

및

해설

주변상황을 관찰하고 동료학습자의 면담내용 결과 유사한

실생활 관심 주제별로 3, 4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다.

<표 Ⅳ-17> 3차 수업 모형에 따른 수정된 교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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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1.4. 학습자 주변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제가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탐

구질문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탐구질문 3가지를 제

시한다.

1. 여러분이 관찰한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2.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3.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수업전

중

1.5.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문제 해결 계획서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

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

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테크놀로지

를 선택하고

활용하라

수업중

2.1.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

을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요
소

단계 사고과정

확
산
적
사
고
기
법

브레인스
토밍
(Brain

Storming)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할 때 판
단보류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독창성의 원리,
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
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기법

시넥틱스
(Synectics

)

창의성 신장을 위해 지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
소, 합리적 요소보다 비합리적 요소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유추, 비유를 활용하여 낯선 대상
과 친숙한 대상을 연결시키는 기법

형태학적
분석

(Morpholo
gical

Analysis)

행렬표를 활용하여 다루는 주제의 차원(요소)
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눈 뒤, 각 차원에 속하
는 속성들을 조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
법

수
렴
적
기
법

PMI
(Plus,
Minus,

Interesting)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대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기록한 다
음 각가에 대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방식으
로 진행하는 기법

스캠퍼
(SCAMPER)

특정 대상 및 문제에서 출발하여 변형시키는
것으로 대치(substitute), 결합(combine), 적용
(adapt), 수정(modify), 용도 전환(put to other
uses), 삭제(elimination), 재배치(rearrange) 등
의 질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기법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 101 -

요
소

단계 사고과정

HIT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해결방
안에 대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기
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법

수업중

2.2. 학습자가 주변의 실생활 관련 문제를 찾을 때 자유로

운 의견 개진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학교 안 문제 상황, 학급 내 문제상황, 자기와 관련된 사소

한 문제 등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구글 문서, 구글 폼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활용할 재료

및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수업전

3.1.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양한 재료 및 도구의 선택권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키트(센서, 전선, 배터리 등)

- 레고 블록, 색도화지, 수수깡, 철사

- 가위, 풀, 글루건, 순간접착제, 밸크로 테이프

- 드라이버, 나사, 전동드릴, 니퍼

-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도색스프레이

수업중

3.2. 학습자가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활동을 제공하고 발견

한 특성을 협업을 통해 정리하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바구니 별로 구비해놓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활동

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파악한 특성을 구글 문서 등의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팀별로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 탐색활동 : 재료 및 도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자기 얼

굴 만들어보기

- 레고 블록 : 구멍에 블록들을 끼워서 조립하는 형태로 다

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밸크로 테이프 : 암테이프(부슬부슬 함), 수테이프(뾰족뾰

족 함)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을 붙였을 때 잘 붙음

수업

전,중

3.3.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

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 활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 Makecode(https://makecode.microbit.org/)

- Makerschool(http://makersch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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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rED(http://www.makered.or.kr/)

- Youtube, google 검색

- 메이커 산출물 사진, 그림자료

수업중
3.4.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활동과 시범보이기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지니고 있는 센서들의 작동원리, 컴퓨

터와의 연결, EPL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를

학습자와 같이 풀어보고 교수자가 시범을 보여준다.

학습자의

특성 및

수준에

근거하여

메이킹

활동의 학습

내용과

난이도를

재구조화하라

수업중
4.1. 알고리즘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과 놀이 활동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언플러그드 활동 : 알고리즘의 구성요소인 순차(행동을 순서

대로 나열하기), 반복(횟수나 시간에 의해 여러번 행동하기),

조건(만약∼한다면)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놀이나 게임 활동

을 제공한다.

수업중
4.2. 리믹스(remix) 활동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설계, EPL

코딩활동을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EPL코딩활동 : 리믹스(Remix)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알

고리즘과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부분을 제시해주고

더 발전된 형태로 설계 및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급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만들기(알고리즘,

코드 일부 제시) → 모두가 집에 갔을 때 작동이 멈추고

일과가 시작될 때 작동을 시작하는 온도계를 만들기

수업중
4.3.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된 메이킹 활동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이 제시한 메이킹 문제 중 공통된 문제를 선정한

뒤 산출물의 완성이미지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학습자와 함

께 제작하는 안내된 메이킹 활동을 제공한다.

- 발표를 위해 먼저 손을 든 모둠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파

악하기 힘들다 → 모둠별 발표순서를 정하는 버저 만들기

(단계별로 교사의 시범에 따라 학생이 함께 만들기)

수업중

4.4. 학습자가 메이킹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의 기능이 알고

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순서도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적는다.

1. 산출물에 구현할 기능을 문장형태로 적는다.

2. 작성한 문장을 절차에 따라 잘게 나눈다.

3. 잘게 나눈 문장을 순서도(상자,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한다.

4. 메이커 팀별로 토의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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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반복적으로

메이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수업중

5.1. 학습자가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반복적으로 수

정, 보완하고 최종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글과 그림

으로 표현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

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

서에 최종산출물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하

도록 한다.

수업중

5.2. 컴퓨팅 산출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EPL을 활용하

여 코딩한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

션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

는지 탐색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활동 :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컴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현재 작성한 알

고리즘 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명령어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한다.

- 수정(debugging) : 오류가 발생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어디

인가? 왜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수업중

5.3. 컴퓨팅 산출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문제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중심으로 해당 기능 구

현에 맞는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외형을 제작

하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능을 문제상황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고 다른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교실 안 온도계 :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학급 게시판에

부착하면 좋겠음.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 주변에 부직

포를 붙이고 순간접착제와 핀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부착

하면 되겠음. 어두운 상자 안에 넣어서 온도가 잘 보여지

도록 하면 좋겠음.

수업중

5.4.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용이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

선점을 파악하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준을

제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전점을 중심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제공한다.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알고리즘>

- 효과성 : 제작한 산출물이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는가?

(5점척도)

- 효율성 :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구조,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가? (5점척도)

- 매력성 : 만들어진 산출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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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척도)

- 용이성 : 제작한 산출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5점척도)

-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에서 고쳐야할 점

- 알고리즘 설계시 고쳐야할 점

수업

전,중

5.5.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

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

적으로 강조한다.

수업중

5.6. 사용성 평가 결과와 도출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최적

의 산출물이 나올 때 까지 반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

하여 산출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

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

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

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메이킹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산출물,

과정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라

수업후
6.1.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메이킹 과정을 자

유롭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예시

및

해설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를 통해 학습자가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하고 메이커

페어 열어서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나눔과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전,중

6.2. 학습자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오, 팟캐스트, 디자인포트

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슬랙, 클래스팅 등) 활용하여 기록을 디지털

화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전,후

6.3.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

정 전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

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조화된 성찰일지 : 메이킹 과정과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에 대한 요약, 메이킹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새롭

게 알게 되거나 배운 점, 팀원들에 대한 평가

- 성찰일지 : 컴퓨팅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단계, 종합하기

단계 이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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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는 개발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

서 활용하여 그 영향과 결과를 확인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

종 모형과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

헌 분석 및 내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

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한 후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설계와 실행의 과정에는 교육경력 6년의 초등교사 1인과 해당 학급의 학

생 31명 중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28명이 참여하였다. 교수자 반응 평가

는 수업 설계와 실행을 담당했던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과 전략의

사용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자 반응 평가는 설

문지를 통한 메이커 정신과 컴퓨팅 사고력 정도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수업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후 수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업 모형과 전략에 대한 추가적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가. 수업의 설계 및 실행

1) 수업의 설계

개발된 수업 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연구자와 교사는 총 3차례의 회의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실제 수업 진행에 필요한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를

제작하였다. 이후 수업 설계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이자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와 논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 수업 설

계와 정교화를 하였다. 수업은 실생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문제 생성 및 구조화가 이루어진 뒤 자료를 분석 및 조직하여 해결책

을 고안하고 이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중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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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학습목표

공감하기

(Emphasize)
1차시

� 나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메

이킹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

(Tinkering)

2차시

� 메이킹 활동에 사용할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

보고 특징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다.

� 간단한 실습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다.

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with

remix)

2차시

� 리믹스(remix) 기능을 활용하여 메이킹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EPL을 통해 코

딩할 수 있다.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Making for

assembly)

1차시
� 공통된 메이킹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내된 메이킹

단계에 따라 컴퓨팅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Making for creative

construction)

2차시

� 설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메이킹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컴퓨팅 산출물을 제작하고 적용해볼 수

있다.

알고리즘,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Modifyin

g the computational

artifact)

1차시
� 사용성 평가 결과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컴퓨팅 산

출물을 수정할 수 있다.

종합하기

(Wrap-up)
1차시

� 메이커 페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

출물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다.

모형전

체과정

공유하기

(Sharing)

4,5,7,

8차시

중심

� 차시별로 작성한 산출물 및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

에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다.

성찰하기

(Reflection)

10차

시

중심

�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하고 공유한 산출물 및 과정

을 바탕으로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총 합
10차

시
-

<표 Ⅳ-18> 본 수업 모형 적용을 통한 메이커 수업 설계 개요

었다. 총 10차시에 걸친 메이커 수업 설계 개요는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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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실행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사전 학습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코딩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본

연구의 성격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설명이 간단

히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관찰자로서 참여하였다. 또한 학급 클래스팅의 구성원으로 초대

되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가) 1차시 : 공감하기,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첫 차시 수업에서는 생활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 중에서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생활 속에서 겪었던 문제,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불편함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문제 상황을 공감하고 모

둠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탐색한 뒤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모둠별로 논의를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

는 메이킹 문제를 선별한 후 모둠 의견 정리판에 적고 교실 앞 칠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학급 전체가 모둠별로 찾은 메이킹 문제를 공유한

뒤 관심 주제가 유사한 학습자들끼리 3-4명씩 모둠을 편성하여 앞으로

진행할 메이킹 활동을 협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

매번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이 힘들고 덥고 추운 것을 느끼는 온도 기준

이 다르다, 2)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체육활동에 지장이 있다,

3)모둠별로 발표를 할 때 어느 모둠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는지 판단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수업시작 5분전에 앉아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

다, 5)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기 힘들다,

6)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자주 말라 죽는다 의 6가지 문제가 선정되었

고 관심 주제별로 8개의 모둠이 편성되었다. 또한 앞에서 정의한 메이킹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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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좋을지의 내용이 포함된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그림Ⅳ-7], [그림Ⅳ-8], [그림Ⅳ-9] 참조).

[그림Ⅳ-7] 모둠별 일상생활 속 문제, 메이킹 문제를 찾는 모습

[그림Ⅳ-8] 모둠별 메이킹 문제 공유 및 관심 주제별 팀 편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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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모둠별 메이킹 문제 학습지 작성 결과

나) 2, 3차시 :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

두 번째, 세 번째 차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활동시 필요한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재료 및 도구를 도

구의 특성에 따라 유목화하여 조립 및 만들기 도구, 자르기 및 접착도구,

고정도구, 채색 및 꾸미기 도구로 분류하고 각 재료를 만져보고 직접 다

루어보면서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활

용될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마이크로비트의 구성요소, 기능 및 코딩 시

사용하는 Makecode, 엔트리 EPL(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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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후 컴퓨터실로 이동하여 마이크로비트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LED로 출력해보기, 가위, 바위, 보 게임 만들기

예제를 수행함으로써 마이크로비트라는 도구의 특성을 학생 스스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Ⅳ-10]참조).

[그림Ⅳ-10] 간단한 예제 실습을 통하여 재료 및 도구 특성을 파악하는 모습

다) 4, 5차시 : 리믹스(remix)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공유하기

이전 차시에서 파악한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앞에서 작성했

던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최종 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메이킹을 통해 도

출된 산출물의 기능을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설

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 후, 알고리즘을 종이에 문장형태로 설계해보

고 이를 EPL을 활용하여 코딩해보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알고리즘과 코드의 구성요소 일부를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

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리믹스(remix) 기능을 활용하고 협력적으로

설계 및 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둠별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렇

게 작성한 알고리즘과 코드는 클래스팅을 통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

였다([그림Ⅳ-11], [그림Ⅳ-12], [그림Ⅳ-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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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1] 알고리즘에 대한 안내 이후 리믹스(remix)를 통해 협력적으로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을 하는 모습

[그림Ⅳ-12] 모둠활동을 통해 설계한 알고리즘, 코딩결과를 클래스팅에 공유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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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수정된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와 알고리즘 설계 학습지

라) 6차시 :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공유하기

학급 전체적으로 공유했던 메이킹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발

견했던 매번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이 힘들고 덥고 추운 것을 느끼는 온

도 기준이 다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에 의한 안내된 메이킹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리믹스(remix)를 통해 교사가 알고리즘과 코드

의 일부를 제시하면 모둠에서 협력적으로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떤 센서를 활용하면 온도에 따라 자동으

로 에어컨 ON/OFF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지 탐구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센서 중에서 서보모터를 활용하면 메이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서보모터를 활용하여 온도에 따라 에어컨 스

위치를 누를 수 있는 메이킹 작품을 만들었다([그림Ⅳ-14], [그림Ⅳ-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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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4] 리믹스(remix)를 통해 제시된 알고리즘, 코드를 바탕으로 협력적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을 하는 모습

[그림Ⅳ-15] 서보모터를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메이킹 작품을 만드는 모습

마) 7∼8차시 :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공유하기

일곱 번 째, 여덟 번 째 차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경험했던 안내된

메이킹 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에서 각 모둠별로 선정했던 메이킹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메이킹 활동이 진행되었다. 알고리즘 설계와

코드, 센서, 재료 및 도구를 활용하여 최종 산출물을 완성시킬 것인지 모

둠별로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메이킹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학습자원인 동영상, 인터넷 검색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둠별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와 메이킹 활동에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사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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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구현하려면 어떤 기능을 넣으면 좋을지 질문하고 단서를 주는 등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이후 완성한 코드와 작품을 만든 과정은 클래스

팅에 공유하도록 하였다([그림Ⅳ-16], [그림Ⅳ-17], [그림Ⅳ-18]참조).

[그림Ⅳ-16] 협력적으로 창의적 메이킹 활동을 하는 모습

[그림Ⅳ-17] 창의적 메이킹 활동 결과 만들어진 작품

[그림Ⅳ-18] 창의적 메이킹 활동을 통해 완성된 코드와 만든 과정을 클래스팅에 공유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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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9차시 : 알고리즘,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아홉번 째 차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만든 창의적 메이킹 산출물을 실

제로 설치하고 작동해본 뒤에 모둠별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

성 평가는 처음에 설정했던 메이킹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지,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 지를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보

완해야할 점을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렇게 파악한 개선

및 보완점을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1)매번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이 힘들고 덥고 추운

것을 느끼는 온도 기준이 다르다, 2)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체육활동에 지장이 있다, 3)모둠별로 발표를 할 때 어느 모둠이 가장 먼

저 손을 들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수업시작 5분전에 앉

아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5)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선생님

께서 수업을 하기 힘들다, 6)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자주 말라 죽는다

의 6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온도센서에 따라 켜지는 선풍기, 2)미

세먼지 농도 측정기, 3)모둠 발표 도우미 기계, 4)쉬는 시간 종료를 알려

주는 알람시계(2개), 5)쉬는 시간 종료를 알려주는 타이머, 6)소음 감지

알람 기계, 7)자동으로 화분에 물을 주는 기계의 총 8개의 최종 메이킹

산출물이 완성되었다([그림Ⅳ-19], [그림Ⅳ-20], [그림Ⅳ-21], [그림Ⅳ-22]

참조). 메이킹 산출물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에게 리믹스(Remix)를 활

용하여 마이크로비트에 들어갈 코드를 일부 제공해주었는데 그 코드를

훨씬 발전시킨 형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그림Ⅳ-17] 참조). 여덟 개

의 모둠 모두 독창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어냈고 알

고리즘과 외형에서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이는 본 모

형과 전략을 통해 수행한 메이커 수업을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

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능력이 일정부분 향상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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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9] 사용성 평가 이후 산출물의 알고리즘과 외형을 수정하는 모습

[그림Ⅳ-20] 최종 메이킹 작품을 완성한 모습

[그림Ⅳ-21] 리믹스 코드와 최종 메이킹 작품 완성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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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2] 최종 메이킹 작품 목록
(왼쪽부터 ①타이머, ②자동수분공급장치, ③소음감지알람기계, ④⑤알람시계, ⑥온도감지

선풍기, ⑦미세먼지 측정기, ⑧모둠 발표 도우미 기계)

사) 10차시 : 종합하기, 성찰하기

마지막 차시에서는 모둠별로 만든 메이킹 산출물을 전시하고 만드는

과정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인 메이커 페어가 개최되었다. 교실

을 개방된 형태로 배치하고 모둠별로 홍보물과 메이커 부스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 및 홍보하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메이커 페어 마

지막에는 교사가 총 10차시에 걸친 수업에서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

다. 그리고 성찰일지 작성을 사전 과제로 제시하여 메이킹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글 설문지를 통해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였다([그림Ⅳ-23], [그림Ⅳ-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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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3] 메이커 페어 진행 모습

[그림Ⅳ-24] 성찰일지와 메이커페어 홍보물

나. 교수자 반응 평가

교수자 반응 평가의 경우 수업 설계와 실행을 담당했던 교사를 대상으

로 개발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의 사용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졌다. 이를 통해 모형과 전략에 대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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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수자 반응 평가 항목은 4점 척도(4점:매우 그렇

다, 3점:그렇다, 2점: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진 사용

성 평가문항과 강점, 약점,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에 응답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교사에게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

하였다.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

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4가지 문항 모두 매우 그렇

다(평균 4.00점)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수

업을 진행할 때 어떤 요소를 준비하고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 단

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모형과 교수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모형의 경우 전체 과정이 학생 주변의 문제를 직접 찾아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모형의 단계에 따라 지

속적인 성찰과 공유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

으며 산출물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점과 구조화된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 및 구체적 단계를 제공하여 메이킹 활동을 처음 하는 학생 및 교

사도 단계에 따라 원활하게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꼽

았다. 특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을 통한 메이킹 활동을 하는데 있

어서 리믹스(remix) 기능을 활용한 점과 안내된 메이킹 활동으로서 조립

하기 활동을 수행한 점이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메이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알고리즘, 코딩,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기초 지식

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 순서 및 차시 조정이 필요하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코딩 기능이 숙련될 기회가 없으

므로 교사의 도움과 자료 제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교사의 코딩에 대한 지식과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메이킹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산출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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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리고 메이커 교육을 위하여 10차시 보다 충분한 시간 확보

가 교육과정 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

제해결 경험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계에서 추가적

인 차시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안내된 메이킹 활동 지원하기’를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단계보다 먼저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알고리즘을 짜고 코딩을 하여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출력하는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알고

리즘과 코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수행할 전 과정을 익힐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알고리즘, 코딩, 피지컬 컴

퓨팅 도구 활용에 대한 기능 연습이 전혀 되지 않은 학습자 집단의 경우

해당 기능의 연습 활동을 본격적인 메이킹 활동 시작 전에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모형에서는 메이킹 문

제를 정의한 후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에서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루기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온전

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한 차시 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

를 위한 활동이나 차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10차시 수업만으로 메이킹 과정을 전부 경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서 교육과정 내 보다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제안하였

다.

교수전략은 전반적으로 수업 모형의 각 단계별에 따라 메이킹 수업

전, 중, 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설명과 활동 예시가 들어간 점을 강

점으로 이야기 하였다. 메이킹 활동 전에 관심 주제별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고 하였다. 또한 전략에 있는 구체적 지침들이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

위기를 조성하며 메이킹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을 강조하여 정의적인 측

면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가능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제시되었다. 알고리

즘으로 산출물의 기능을 표현하고 코딩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성찰하여

수정,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와 논리력의 향상을 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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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그리고 산출물과 메이킹 과정을 클래스팅

에 공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지속하고 연계성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략을 활용함에 있어서 교사의 지식과 기능 수준에 따라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실제 수업 과정을 관찰한 결과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며 피지컬 컴퓨팅 도

구 활용의 예제 활동과 시범보이기를 제공할 때, 교사의 지식과 기능 수

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교사가 관련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할 경우 메이킹 상황에 적용 가능한 도구나 코드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기능이 뛰어난 경우에도 학생들의 메이킹 과

정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자료를 제공하며 개입을 해야 하는지 알

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과 전략을 활용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활용 가능한 학습 자원 풀을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모형과 전략을 활용한 교사 역시

메이커 교육, 코딩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만을 갖추고 있다. 그래도

10차시에 걸쳐서 큰 어려움 없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 학습자 반응 평가

1) 컴퓨팅 사고력, 메이커 정신(mindset) 변화여부

본 모형을 바탕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을 적용

했을 때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

하였다. 메이커 정신(mindset) 및 컴퓨팅 사고력 사전, 사후 검사지의 경

우 수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메이커 정신

(mindset)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틀(강인애, 윤혜진, 2017; Flores, 2016;

Yokana, 2015)과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지(양재명, 이원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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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를 연구 성격에 맞도록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메이커 정신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인지적 영역(minds-on), 실천적 영역(hands-on), 사회적

영역(social-on), 감성적 영역(hearts-on), 체험적 영역(acts-on)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15개 문항 5점 척도(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로 질문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은 분

석능력, 모델링능력, 구현능력, 일반화 능력의 영역에 따라 문제를 분해

하여 이해하고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

는지 15개의 검사문항을 5지선다의 객관식으로 질문하였다. 수정된 사전,

사후 검사지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검사 결과 컴퓨팅 사고력은

.926, 메이커 정신은 .874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검사 결

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실시 전과 후의 컴퓨팅 사

고력 평균을 비교했을 때 100점 만점에 60.02점에서 71.93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또한

메이커 정신 역시 평균 3.77점에서 4.1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도성, 탐구

정신,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포함하는 인지적 영역(minds-on)은 평균

15.07점에서 16.21점, 도구 및 재료 활용 능력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체험

적 영역(hands-on)은 7.39점에서 8.07점, 도전정신과 지속성, 만족감 및

자신감을 포함하는 감성적 영역(hearts-on)은 11.25점에서 12.25점, 학습

리소스 검색, 협업, 공유, 공감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역(social-on)은

15.36점에서 16.82점으로 상승하였고 윤리적 책임감의 실천, 변화 촉진자

로서의 성찰을 포함하는 실천적 영역(acts-on)은 7.39점에서 8.39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따라서 본 모

형과 교수전략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컴퓨팅 사고력 사전, 사후

및 메이커 정신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Ⅳ-19>과 같고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Ⅳ-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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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컴퓨팅 사고력 60.02 17.87 71.93 14.65

메이커 정신(mindset) 3.77 0.52 4.12 0.36

인지적영역(minds-on) 15.07 2.68 16.21 1.73

체험적영역(hands-on) 7.39 1.31 8.07 0.90

감성적영역(hearts-on) 11.25 2.17 12.25 1.65

사회적영역(socials-on) 15.36 2.39 16.82 2.14

실천적영역(acts-on) 7.39 1.52 8.39 0.99

<표 Ⅳ-19> 컴퓨팅사고력, 메이커 정신 사전·사후 검사 결과

(N=28)

영역

사후-사전

평균차이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컴퓨팅 사고력 11.91 8.57 7.349 27 .000**

메이커 정신(mindset) 0.35 0.31 5.967 27 .000**

인지적영역(minds-on) 1.14 1.82 3.323 27 .003**

체험적영역(hands-on) 0.68 0.86 4.161 27 .000**

감성적영역(hearts-on) 1.00 1.05 5.020 27 .000**

사회적영역(socials-on) 1.46 1.57 4.920 27 .000**

실천적영역(acts-on) 1.00 1.15 4.583 27 .000**

<표 Ⅳ-20> 컴퓨팅사고력, 메이커 정신 대응표본 t-검정 결과

(N=28)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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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질문에 따른 학습자 의견 빈도

1.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단계 또는 활동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28

메이킹을 통한

문제해결경험

�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했던 것이 재미있었

다. 구체적으로는 가위바위보게임을 만든 것이 재미있었다.

� 내가 직접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아서 좋았다.

� 메이커 활동으로 인해 마이크로비트를 알수있었던 점이

좋았다.

� 여러 가지 센서들을 연결하는 방법 등이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마이크로비트에 대하여 하나도 몰랐었는데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

� 우리 모둠이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 처음엔 못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만들어보니 뿌듯하고 기

분이 좋았다.

11

코딩을 통한

문제해결경험

� 평소에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코딩 수업을 친구

들과 협동하며 작품 하나를 만들어서 너무 뜻 깊고 좋았

다. 또, 우리가 평소에 불편했던 점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어서 여러모로 소

중한 시간이었다.

� 컴퓨터로 코딩하는 것을 배운 것이 좋았다.

�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코딩을 해서 내가 만든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 코드를 짜는 과정을 경험해본 것이 재미있었다.

9

<표 Ⅳ-21> 학생 성찰일지 주요반응

(N=28)

2) 성찰일지 분석 결과

본 수업 이후 초등학생이라는 학습자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하여 총

10차시에 걸친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글 설문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성찰일지는 본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

었던 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앞으로 더 알고 싶었던 점, 자신이 만든

메이킹 작품과 문제 해결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여덟가지 성찰질문으

로 구성하였다. 학생별 성찰일지 응답에 대한 주요 반응은 <표 Ⅳ-2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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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사용하여 직접 코딩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코딩을 하는 것에서 코딩 배우는게 좋았다.

� 끝난 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코딩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모둠에서 정한 주제에 대한 코드를 짜고 내가 생각한데로

되었을떄 좋았다.

협력적 메이킹

활동

�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며 해결해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 마이크로비트를 만들 때 친구들과 같이 한 것이 재미있었

다.

� 모둠 애들과 협동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

� 모둠원의 생각에 따라 알람시계를 만들어본 활동이 좋았

다.

� 모둠원과 함께 마이크로비트로 메이킹 작품 만들 때 좋았

다.

� 팀원들과 여려 의견들을 모아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좋았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서 좋았다.

� 평소에 체험해보지 못햇던 것이고, 모둠을 만들어 협동해

서 하는 활동이 재밌고 좋았다(만들기 할때).

� 모둠 친구와 같이 메이킹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때가 재미

있었다.

8

2. 여러분이 만들어낸 메이킹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28

모둠별 작품에

대한 만족도

우리 모둠이 만든 메이킹 작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18

우리 모둠이 만든 메이킹 작품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핝다 9

우리 모둠이 만든 메이킹 작품은 보통 정도 수준이다 1

우리 모둠이 만든 메이킹 작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0

우리 모둠이 만든 메이킹 작품에 대해서 매우불만족스럽다 0

3. 여러분이 만든 메이킹 작품은 처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찾았던 문제를 해결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봅시다.
28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 평소에 선생님께서 누가 먼저 손을 들었는지 잘 모르셔서

조금 불편했는데 우리가 만든 작품으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빨리 누른 학생의 모둠의 결과가 선생님의 모니터로 전송

되므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누가 먼저 버튼을 눌렀나 알

수 있다.

� 왜냐하면 타이머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

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만들기를 통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 사람이 계속해야하는 일을 마이크로비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일상생활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

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 소리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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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 미세먼지는 요즘 너무 심각하고 빨리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1인1역 중에 시계를 담당한 친구가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 마이크로비트로 코딩을 하면서 재밌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 시간문제는 학교에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메이킹 작품을 만들어서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귀찮은걸 없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쉬는 시간 5분전에 미리 앉아있도록 소리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움직임 측정 센서를

썼다면 작은 움직임에 반응하여 하는것은 원하지도 않은

데 해야 할 수 도 있는 단점이 생겼을 것이다.

� 1인 1역 시계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학교 속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생각한다.

�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풍기를 온도에 따

라 작동시키므로 현재 온도도 알수 고,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 선풍기가 돌아가므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보려면 전자기기를 키고 앱을 실행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 만든 작품을

보면 전원을 켜서 어떤 음의 소리가 나는지 듣기만 하면

미세먼지 수치를 알수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우리 생활에

서 미세먼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 이유는 알람이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 식물에게 물 주는게 귀찮고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손을 들 때의 흔들림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수업에도

지장이 없고 가장편리하기 때문이다.

� 모둠별로 누가 먼저 손을 들었는지 공평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좋

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타

� 우리가 귀찮아서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5주에 걸쳐 알람으로 만드느라 더 큰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

� 우리 모둠이 만든 작품은 가지고 다니기는 좋을 것 같지

만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잘 만들긴 했는데 일상 속에선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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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활동을 통해 메이킹 활동을 할 때 잘했던 점과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

었나요?
28

잘된점

� 팀워크가 잘 맞아서 만들기 과정이 편하게 진행되었다.

� 잘했던 점은 코드를 응용해서 완성했다는 점이다.

� 코딩을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다.

� 어떤 것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성한 점이 잘되

었다.

� 모둠원들끼리 의견이 잘 맞아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

� 친구들과 협동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잘했다.

22

개선해야할 점

� 개선해야할 점은 코딩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참고하고 만

들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제공해주면 좋겠다.

� 메이킹 활동 중 일부 과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거의 다했다.

�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6

5.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단계 또는 활동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28

코딩 과정의

어려움

� 어려운 점은 코딩을 할 때 마땅한 참고자료가 없었다는

것이었고, 그 외 다른 불편한 점들은 딱히 없었다.

� 마이크로비트 알고리즘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고 하나가 잘

못되면 다 잘못되어서 어려웠다.

� 코딩할 때 경험이 없어서 어려웠다.

16

메이킹 작품

설계 어려움

� 메이킹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다.

� 마이크로 빗을 담을 통 같은 것을 만들때 어려움이 있었

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가 보니 잘 되었습니다.

� 메이커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작품이 만들어 지는

지 구상할 때가 어려웠다.

� 메이킹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다.

10

없음 �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2

6. 메이커 수업을 통해 배운점과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단계 또는 어떤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점,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28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코딩 능력

� 메이커 수업을 하면서 마이크로비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컴퓨터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 코딩을 배우게 되고 재미있었다

� 마이크로비트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 코딩을 배울 수 있었는데 재미있었다

�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획, 아이디어만 좋

으면 코드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다

� 배운 점은 코딩이 나랑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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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을 통한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 메이커 수업을 통해 마이크로비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느낄 수 있었다.

� 만들 때 친구들과 의견이 부딪혀서 꽤 어려웠지만 그 의

견을 서로 좋은 조건으로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점이 배

우고 느낀 점 같다.

� 메이커수업으로 인해 나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더 발전시

킬 수 있었고 코딩과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

여 조금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발전해가

는 모습을 느꼈다.

7

협업능력

� 메이킹 작품을 만들 때 친구들과 함께해야지 더 많은 아

이디어를 갖게 된다.

� 재미있었다. 이번 기회에 마이크로 빗 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협력과 단합이 좋아진 것 같다. 앞으

로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면 좋을 것 같다.

� 재미있었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

� 같이 협력하며 만들어서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다.

� 친구들과의 협동능력과 이해심 등 많은 것을 배웠다.

5

흥미

�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기분 좋았다. 그리고 재미있었다.

� 만들기를 하는 과정과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재미있었

다.

4

자신감

�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껴서 기분이

뿌듯했다.

� 우리끼리도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2

향후 진로에

도움

� 지금 배운 코딩을 중학교 때 배운다하니 전 안심이 조금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수업을

중, 고등학교에서도 하면 좋겠다.

�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

2

3) 수업 만족도 조사 및 수업 후 면담 결과

본 수업 이후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수업에서 흥미

와 즐거움을 느꼈는지, 수업에 집중에서 참여했는지, 향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지, 그리고 수업 전반

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묻는 총 5개의 검사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Ⅳ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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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평가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활동

전체 과정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참여하였다.
4.14 0.89 2 5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활동

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4.43 0.84 2 5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활동

에 집중하여 참여하였다.
4.32 0.67 3 5

나는 앞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과 메이커 교

육에 대해 더 알고 싶다.
4.07 0.98 2 5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43 0.79 3 5

<표 Ⅳ-22>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N=28)

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자 만족도 평균은 4.07점에서 4.43점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4점(대체로 그렇

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고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은 총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

려하여 연구자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으로는 과거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경험 유무와 본 수업만이 지니는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 본 수업의

장점과 어려운 점, 개선이 필요한 점,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 그리고

향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을 계속하고 싶은지 여부

를 물어보았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경험 여부와 본 수업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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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학생 대부분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경험이 없었으며 유사한 경험

을 한 학생은 EPL과 컴퓨터만을 사용한 코딩 수업, 미술 시간에 만들기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본 수업만이 지니는 특징으로는 일

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나 도구, 무엇을 만들지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정한다는 점, 코딩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더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수업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 5학년 때 코딩 수업에서 엔트리랑 컴퓨터를 사용한 적은 있

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무엇을 만들지 정해주시면 차근차근 따라가

는 형태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 수업은 내가 문제를 찾고 무엇을

만들지 친구들이랑 같이 정하는 점이 달라서 좋았어요(학생 A).

미술시간이나 이럴 때 만들기 수업은 해봤어요. 이 수업은 뭔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비트랑 코딩 같은 기술

을 사용하니까요. 기존에 종이 같은 것을 활용하는 만들기랑 다르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을 정하는 것도 새로웠어요(학생 B).

또한 수업 전반에 걸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작품과 알고

리즘을 구상 및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 메이킹 활동을 하는 과

정이 창의성이나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자신감, 만족감, 흥

미를 느끼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모둠원들하고 협력해서 메이킹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컴퓨

터를 다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이전에 많이 안해본 것인데

코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든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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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학생 A).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만들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어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는거죠.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동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것을 찾아보고 친구들이 찾은 자료를 같이 합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학생 B).

우리 모둠은 협력이 잘됐는데 역할분담을 처음부터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료랑 도구 가져오는 것, 코딩 하는 것, 알고리즘 짜는 것

같은 것을 나눴거든요. 승훈이랑 유찬이가 컴퓨터로 코딩을 하고 저

하고 동주가 재료를 구상하고 전개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다같이 메

이킹을 했어요(학생 A, B).

저희는 만들기 할 때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저는 버튼을 누르면 학

생 것이 빛나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다른 애들은 선생님 것에서 결과

가 뜨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더 좋은지 얘기해

보고 두 개를 합치는 방식으로 만들자고 했어요(학생 C, D).

코딩한 결과를 LED 패널이나 센서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게 좋았

어요. 그러니까 코딩한 것을 고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도움이 됐어

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자

신감이 많이 생겼어요(학생 C).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기분이어서 좋았어요. 시계 모양으로 모

둠 발표 기계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마지막에 머릿속에 떠올랐거든

요. 모둠발표할 때 손을 드니까 왠지 손목시계 형태가 좋을 것 같았

어요.(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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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활동 중에서 특히 코딩하는 과

정이 재밌었지만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은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과 일부 도구 사용이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점으로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

을 적시에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재료와 도

구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점, 수업이 10차시보다 좀더 길게 진행되면 좋

겠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수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코딩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선생님께

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중간 중간에 선생님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10차시가 짧았어요.(학

생 A).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는 프린트

된 자료나 책 같은 것을 미리 나눠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

업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학생 B).

마이크로비트를 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LED 패널이 보이도록 구멍

을 파야해서 칼을 써야 했거든요(학생 C).

마이크로비트 숫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당 하나 아니면

두 사람당 하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재료나

도구가 더 많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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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상적인 활동으로는 조립하기 활동과 메이커 페어 활동이 선정

되었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을 처음부터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된 메이킹 활동으로 학급에서 선정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작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리믹스(remix) 기능을 통해 알

고리즘설계와 코드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 코딩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메이커 페어 활동은 작품을 완성해서 공유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같이 보는 것이 성취감,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

록 해준다고 하였다.

학급에서 선정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온도에 따라 에어컨

자동으로 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립하기 활동을 같이 했던

것이 좋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막막했는데 같이 만들

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나중에 우리 모둠 메이킹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학생 B).

조립하기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기본이 되는 코드랑 알고리즘 일부

를 제시해줘서 추가적인 기능을 넣는 코드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학생 C).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것을 모아놓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동은 어

떻게 되는지, 왜 만들었는지 발표하고 나누는 메이커 페어가 제일

좋았어요.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왠지 우리 반이 하나가 된 느낌

이었어요(학생 A).

마지막으로 향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본 수업이 흥미를 유발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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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새로

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수업이 있으면 또 참여

하려고요(학생 B).

앞으로 이런 수업이 또 있으면 할 것이에요. 처음이라서 좀 서툴렀

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학

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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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교육을 초등학교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의 절차 및 교수자, 학습자 활동을 안내하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은 총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검토,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외적 타당화 과

정을 통해 반복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림 Ⅳ-22], <표 Ⅳ-23>, <표 Ⅳ-24> 참조)

가. 모형의 가정 및 특징

본 모형은 초등학교 맥락에서 디지털 저작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

기 위한 수업 과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은 주 사용

자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본 모형을 통해 교사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

용을 위한 언플러그드 단계, EPL코딩 단계, 피지컬 컴퓨팅 단계를 거치

게 된다. 또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활동을 위해 학

습자 주변에서 면담과 관찰을 통해 문제를 찾고 메이킹과 관련된 문제로

정의한 뒤 문제해결계획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지

원하게 된다.

본 모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 시 수행해야 하는 단계와 활동을 구

체적, 명시적으로 제시한 수업 모형이다. 교사가 모형의 단계에 따라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수자 활동, 학습자 활동 그리고 교수전략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학습자 중심 메이커

수업을 10차시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의 단계 및 활동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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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활동에 바로 들어갈 경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립하기(Assembly) 단계에서 학급 공통의

실생활 문제에 대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와 함께 단계에 따라 메이킹 산출

물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다. 이후 창의적 구성하기

(Creative construction) 단계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스캐폴딩의 양을

줄여나가고 재료나 도구 선택,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 시 자율성을 더 부

여하여 창의적인 메이킹 산출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알고

리즘 설계와 코딩을 할 때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코드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습자가 이를 참고하여 보다 발전

된 형태로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을 할 수 있는 리믹스(remix) 활동을 추

가하였다. 또한 협업을 통해 메이킹 산출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습자들끼리 모둠을 편성하여 메이킹 과정

을 같이 수행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공유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메이킹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넷째,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모형의 단계를 구성하였다. 학생들

의 메이커 교육 경험,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경험 및 코딩 역량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단계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교사가 학생들의 메이커 교육 경험 및 코딩 역량 수준을 판단하여

초급, 중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 단계

와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중심으로 본 모형의 모든 단계를 순

차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고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

딩하기’단계와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단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교수전략 역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가 활동

구성과 스캐폴딩을 제공하는데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컴퓨팅 사고 과정을 고려하여 모형의 단계 및 활동을 구성하

였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때 필수적인 요소로서 컴퓨팅 사고

력의 요소와 과정을 고려하여 언플러그드 단계, EPL코딩 단계, 피지컬

컴퓨팅 단계의 세 단계에 따라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활동, 피지컬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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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도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형에서 단계의 흐름

이 문제생성 및 구조화(문제인식), 자료 분석 및 조직(해결책 고안), 모델

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상화(해결책 표현), 알고리즘 디자인 및 검증

(해결책 생성 및 메이킹 활동), 문제해결과정 적용 및 일반화(해결책 적

용 및 일반화)를 따라가도록 구성하였다.

여섯째, 본 수업 모형의 경우 초등학교의 실제적 맥락과 메이커 교육

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여 선형성과 순환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교실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 시작과 끝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나타나

고 수업의 흐름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수업 모

형 역시 실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시작과 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전체

단계를 선형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메이커 교육을 위한 산

출물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코딩을 할 때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

에 수정, 보완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산출물을 제작하고 알고리즘 설계, 코

딩 단계에서는 순환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 단계

를 분지형으로 제시하여 메이커 문제 정의하기로 돌아갈지 종합하기로

마무리를 지을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교수전략을 수업 전, 중, 후로 나누고 예시 및 해설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메이커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 전에 미리 준비

해야 하는 것, 수업 중에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해

야 하는 것, 수업 후에 메이킹 과정 기록 및 공유, 성찰을 중심으로 모니

터링 해야 하는 것을 유념하여 메이커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시 및 해설을 통해 해당 전략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학습 자원을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은 메이커 정신(mindset)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메이커 교육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로서의

마음가짐(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협력, 공유 및 개방성 등)을 함양함

과 동시에 메이킹 과정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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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과 코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으로 대표되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나 . 최종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본 수업 모형은 수업 전체 과정을 ‘메이킹 전 과정’, ‘메이킹 중 과정’,

‘메이킹 후 과정’의 세 단계로 분류한 뒤 각 과정별로 1) 공감하기, 2) 메

이킹 문제 정의하기, 3)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　4)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5) 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6) 컴퓨팅 산

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7)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및 개선하기,

8) 공유하기, 9) 성찰하기, 10) 종합하기의 총 10개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의 메이커 교육 경험 및 코딩 역량을 파악하여 초

급, 중급, 고급 수준에 따라 시작하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초급, 중급 수준 학생들의 경우 ‘메이킹 전 과정’에서

메이킹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실생활 문제를 관찰하고 면

담하는 것을 통해 문제 상황에 공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메이킹 중 과정’은 본 모형에서 중점을 두고 기술한 부분으

로 메이킹 문제를 정의하고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파악한 뒤 공통의 문

제에 대하여 안내된 메이킹 과정으로서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를 수행

한다. 이후 리믹스(remix)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을 한 뒤 창

의적으로 컴퓨팅 산출물을 구성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컴퓨팅 산출물을

개선하는 과정을 순환, 반복적으로 거친다. 또한 위 과정에서 제작과정과

산출물에 대하여 공유와 성찰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메이킹 후

과정’에서는 메이킹 활동 종료 시 학습자의 메이킹 산출물, 제작과정을

발표하고 메이커 페어 개최를 지원하여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고급 수준의 학생들은 모형의 적용 시 4) 컴퓨팅 산출물 조

립하기를 생략하고 5) 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6)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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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전략 역시 1)메이킹 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변의 실제적 문제를 해

결할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라, 2)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효

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고 활용하라,

3)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활용할 재료 및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4)학습자의 특성 및 수준에 근거하여 메이킹 활동의

학습 내용과 난이도를 재구조화하라, 5)제작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

에 부딪히더라도 반복적으로 메이킹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6)메이킹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산출물, 과정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라의

일반 설계전략 6개와 더불어서 교사들이 수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4개

의 상세지침과 예시 및 해설을 제시하여 해당 모형이 실제 초등학교 메

이커 수업 맥락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Ⅳ

-25], <표 Ⅳ-23>, <표 Ⅳ-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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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5]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최종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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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각 단계별 설명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메

이

킹

전

과

정

1)

공감하기

(Empath

ize)

� 주변 관찰 및 면담하기

ü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을 면담,

관찰하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

하여 문제상황을 파악한다.

ü 동료학습자와의 면담 및 주변

관찰결과를 정리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하기

ü 면담 및 관찰결과를 종합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발견한다.

� 주변 관찰 및 면담 지원하기

ü 주변 관찰 및 면담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적,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ü 관찰 및 면담결과 정리를 위

한 구조화된 학습지를 제공한

다.

� 팀 구성하기

ü 관찰 및 면담결과 유사한 관

심 주제별로 3, 4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 지원하기

ü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제

시하여 실생활 문제 발견을

지원하라

메

이

킹

중

과

정

2)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메이킹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기

ü 앞에서 발견한 실생활 문제

중에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고

선별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세우기

ü 문제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

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

을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 메이킹 관련 문제로 유도하기

ü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로 좁힐 수 있도록 탐

구질문을 제시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립 지

원하기

ü 구조화된 메이킹 문제해결 계

획서를 제공한다.

3)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

ng)

� 재료 및 도구와 친해지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성격을 파악한다.

� EPL 기본기능 파악하기

ü 코딩에 활용할 EPL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조작법을 실습

을 통해 익힌다.

ü EPL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

함수에 해당하는 간단한 예제

를 코딩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루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

소와 특징을 간단한 실습활동

을 통해 파악한다.

� 재료, 도구 제공 및 탐색활동

지원하기

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 특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준

비한다.

ü 다양한 재료, 도구를 자유롭게

다루고 정리할 수 있도록 탐

색활동을 제공한다.

� EPL 기본기능 파악 지원하기

ü 코딩에 활용할 EPL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조작법을 실습

을 통해 안내한다.

ü 순차, 조건, 반복, 함수에 해당

하는 간단한 예제를 학습자에

게 제공하여 EPL을 통해 코

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표 Ⅳ-23>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최종 수업 모형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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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컴퓨팅 도구 탐색활동

지원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

소와 특징을 간단한 실습활동

을 통해 파악하도록 시범을

보인다.

4)

컴퓨팅산

출물조립

하기

(Making

for

assembly)

� 공통된 메이킹 문제 선정하기

ü 모둠별로 제시한 메이킹 문제

중 공통된 문제를 선정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한 안

내된 메이킹 활동하기

ü 교수자와 함께 앞에서 선정한

메이킹 문제 중에서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출

물을 단계에 따라 제작한다

� 공통된 메이킹 문제 선정하기

ü 학습자들이 제시한 메이킹 문

제 중 공통된 문제를 선정한

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한 안

내된 메이킹 활동 지원하기

ü 산출물 완성 이미지를 제시하

고 단계에 따라 학습자와 함

께 제작한다.

ü 안내된 메이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해서 제시한다.

5)

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Designi

ng

algorith

ms and

program

ming

with

remix)

� 언플러그드 활동하기 : 컴퓨터

를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 원

리 파악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하기 : 문제상황, 원인, 최

종 산출물 이미지, 산출물 포

함 기능과 더불어 어떤 재료

를 사용할지를 정하여 계획서

를 구체화 한다.

ü 놀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원리

파악하기 : 게임, 놀이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활동을 한다.

ü 리믹스(remix) 활동하기 : 일

부 제시된 알고리즘을 보면서

알고리즘을 더 발전된 형태로

완성한다.

ü 알고리즘 짜기 : 문제 해결 계

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

즘을 짜면 좋을지 상자, 화살

표 형태로 그려본다.

� 리믹스(remix)를 활용하여 EPL

코딩활동하기 : 컴퓨터를 사용

하여 알고리즘 코딩

� 언플러그드 활동 지원하기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알고

리즘 원리 파악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할 때 이미지와 포함기능

을 중심으로 수정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ü 놀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원리

파악하기 : 게임, 놀이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활동을 한다.

ü 리믹스(remix) 활동 지원하기

: 알고리즘 중 일부를 제시한

뒤 학습자가 보다 발전된 형

태로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도

록 유도한다

ü 알고리즘 설계 지원하기 : 문

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

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

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

지 상자, 화살표 형태로 그려

본다.

� 리믹스(remix)를 활용하여 EPL

코딩활동 지원하기 : 컴퓨터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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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리믹스(remix)하기 :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제시된 코드

를 보면서 더 발전된 형태로

코딩한다.

ü 리믹스(remix)하기 :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코드를

제시해주고 더 발전된 형태로

코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컴퓨팅산

출물창의

적

구성하기

(Making

for

creative

construc

tion)

� 문제해결을 위한 피지컬 컴퓨

팅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 컴퓨

터를 사용하여 코딩한 결과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확인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하기 :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 내용

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적

용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하기 : 피지컬 컴퓨

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

한다.

� 적용 및 사용성 평가하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

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

성, 효율성, 매력성의 측면에

서 어떤지 구조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바탕으로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

는다.

� 문제해결을 위한 피지컬 컴퓨

팅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하기 :

: 컴퓨터를 사용하여 코딩한 결

과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확

인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 지원하기

: EPL 프로그램과 피지컬 컼

퓨팅 도구의 연결이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 지원하기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

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

료를 비치한다.

� 적용 및 사용성 평가 지원하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

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

성, 효율성, 매력성의 측면에

서 어떤지 구조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바탕으로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

는다.

7)

알고리즘

,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

ing&

Modifying

the

computat

ional

artifact)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

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

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

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한 개선점

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 지원하기 :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지 프

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개선 지원

하기 : 외형 중에서 더 효과적

인 재료가 없을지 유도하는 질

문을 던진다.

단계

선택

� 앞에서 진행된 메이킹 과정과 연결되는 새로운 메이킹 산출물 필요

시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로 이동

� 앞에서 진행한 메이킹 과정 마무리 시 종합하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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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하기

(Sharing)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

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단계에서 사진, 비디

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

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컴

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리

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

선하기 단계에서 제작한 산출

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

에서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

드백을 주고받는다.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 지원

하기 :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

기,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단계에서 사진,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수단을 제공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컴

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리

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

선하기 단계에서 제작한 산출

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

에서 학습자에게 지원적, 긍정

적 피드백 중심으로 제공한다.

9)

성찰하기

(Reflecti

on)

� 성찰일지 작성하기 : 메이킹 과

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 성찰일지 작성 지원하기 : 구조

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제

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유

도한다.

메

이

킹

후

과

정

10)

종합하기

(Wrap-

up)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

표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

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

점, 결과를 발표한다.

� 메이커 페어 열기 : 제작한 산

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메이

커 페어를 개최한다.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

표 지원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 점,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

할 수 있도록 실패에 긍정적인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

성한다.

� 메이커 페어 개최 지원하기 :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

누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를 위

해 장소와 시간을 마련한다.

※초급, 중급 과정 : 1)-2)-3)-4)-5)-6)-7)-8)-9)-10) 전 단계 수행

고급 과정 : 3), 4)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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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설계전략 상세지침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변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라

수업

전,중

1.1.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이커 정신(mindset)을 자극하는 자료와 학습안내를 제공

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자체의 즐거움, 호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등을 길러주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제 생활 주변의 인물, 사례를

제시한다.

수업

전,중

1.2. 주변 관찰 및 면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 조성 및 구조화된 학습지를 제공하

라

예시

및

해설

사소한 것으로부터라도 주변 관찰 및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가 용납되는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찰 상황, 내용, 면담 대상, 내용 등의 항목이 담긴 학습지

를 제공한다.

수업중
1.3. 학습자의 관찰 및 동료학습자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유

사한 실생활 관심주제 별 메이커 팀을 구성하라

예시

및

해설

주변상황을 관찰하고 동료학습자의 면담내용 결과 유사한

실생활 관심 주제별로 3, 4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다.

수업중

1.4. 학습자 주변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제가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탐

구질문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탐구질문 3가지를 제

시한다.

1. 여러분이 관찰한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2.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3.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수업전

중

1.5.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문제 해결 계획서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

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

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표 Ⅳ-24>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최종 교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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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테크놀로지

를 선택하고

활용하라

수업중

2.1.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

을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요
소

단계 사고과정

확
산
적
사
고
기
법

브레인스
토밍
(Brain

Storming)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할 때 판
단보류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독창성의 원리,
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
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기법

시넥틱스
(Synectics)

창의성 신장을 위해 지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
소, 합리적 요소보다 비합리적 요소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유추, 비유를 활용하여 낯선 대상
과 친숙한 대상을 연결시키는 기법

형태학적
분석

(Morpholo
gical

Analysis)

행렬표를 활용하여 다루는 주제의 차원(요소)
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눈 뒤, 각 차원에 속하
는 속성들을 조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
법

수
렴
적
기
법

PMI
(Plus,
Minus,

Interesting)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대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기록한 다
음 각가에 대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방식으
로 진행하는 기법

스캠퍼
(SCAMPER)

특정 대상 및 문제에서 출발하여 변형시키는
것으로 대치(substitute), 결합(combine), 적용
(adapt), 수정(modify), 용도 전환(put to other
uses), 삭제(elimination), 재배치(rearrange) 등
의 질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기법

HIT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해결방
안에 대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기
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법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수업중

2.2. 학습자가 주변의 실생활 관련 문제를 찾을 때 자유로

운 의견 개진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학교 안 문제 상황, 학급 내 문제상황, 자기와 관련된 사소

한 문제 등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구글 문서, 구글 폼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활용할 재료

및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수업전

3.1.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양한 재료 및 도구의 선택권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키트(센서, 전선, 배터리 등)

- 레고 블록, 색도화지, 수수깡, 철사

- 가위, 풀, 글루건, 순간접착제, 밸크로 테이프

- 드라이버, 나사, 전동드릴, 니퍼

-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도색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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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3.2. 학습자가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활동을 제공하고 발견

한 특성을 협업을 통해 정리하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바구니 별로 구비해놓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활동

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파악한 특성을 구글 문서 등의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팀별로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 초급, 중급 : 다양한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둔다.

- 고급 : 다양한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메

이킹 작품에 맞는 재료 및 도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 레고 블록 : 구멍에 블록들을 끼워서 조립하는 형태로 다

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밸크로 테이프 : 암테이프(부슬부슬 함), 수테이프(뾰족뾰

족 함)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을 붙였을 때 잘 붙음

수업

전,중

3.3.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

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 활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 메이킹 산출물 예시 및 아이디어 관련 학습자원

ü MakerEducation(http://www.makereducation.com/led-thr

owies.html)

ü Make:(https://makezine.com/)

ü Makerschool(http://makerschool.kr/)

ü MakerED(http://www.makered.or.kr/)

ü MakeALL(https://www.makeall.com/)

ü Youtube, google 검색 : 키워드(maker education,

maker-based instruction, physical computing, microbit,

arduino 등)

- EPL, 코드 관련 학습자원

ü Makecode(https://makecode.microbit.org/)

ü Entry(https://playentry.org/)

ü Scratch(https://scratch.mit.edu/)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관련 학습자원

ü Micromonsters(https://www.youtube.com/channel/UCK2

DviDexh_Er2QYZerZyZQ)

ü Sparkfun(https://www.youtube.com/user/sparkfun)

ü 마이크로비트 활용 교육자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949226041868922/)

ü SW교육 준비 교육자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codingteacher/)

ü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자 그룹(MIEE)

(https://www.facebook.com/msedukorea/)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센서 구매 관련 학습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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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IcBanq(https://www.icbanq.com/)

ü Devicemart(http://www.devicemart.co.kr/)

수업중

3.4. EPL의 기본기능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활동과 시범보이기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초급, 중급 : 코딩에 활용할 EPL(메이크코드, 엔트리, 스

크래치)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조작법을 안내하고 순차, 반

복, 조건, 함수에 해당하는 코딩을 예제를 통해 실습하도

록 한다.

- 고급 : EPL의 기본기능을 익히는 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ü Makecode(https://makecode.microbit.org/)

ü Entry(https://playentry.org/)

ü Scratch(https://scratch.mit.edu/)

-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지니고 있는 센서들의 작동원리,

컴퓨터와의 연결, EPL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를 학습자와 같이 풀어보고 교수자가 시범을 보여준다.

ü Micromonsters(https://www.youtube.com/channel/UCK2

DviDexh_Er2QYZerZyZQ)

ü Sparkfun(https://www.youtube.com/user/sparkfun)

ü 마이크로비트 활용 교육자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949226041868922/)

학습자의

특성 및

수준에

근거하여

메이킹

활동의 학습

내용과

난이도를

재구조화하라

수업중
4.1. 알고리즘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과 놀이 활동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언플러그드 활동 : 알고리즘의 구성요소인 순차(행동을 순서

대로 나열하기), 반복(횟수나 시간에 의해 여러번 행동하기),

조건(만약∼한다면)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놀이나 게임 활동

을 제공한다.

- 초급, 중급 : 게임과 놀이활동을 활발하게 제공하여 알고

리즘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급 : 언플러그드 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수업중
4.2. 리믹스(remix) 활동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설계, EPL

코딩활동을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EPL코딩활동 : 리믹스(Remix)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알

고리즘과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부분을 제시해주고

더 발전된 형태로 설계 및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초급, 중급 :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목표로 하는 코

드의 기능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기본 코드를 제공한다.

- 고급 : 기본 코드를 제공해주는 리믹스 활동을 생략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 학급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만들기(알고리즘,

코드 일부 제시) → 모두가 집에 갔을 때 작동이 멈추고

일과가 시작될 때 작동을 시작하는 온도계를 만들기

수업중
4.3.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된 메이킹 활동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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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이 제시한 메이킹 문제 중 공통된 문제를 선정한

뒤 산출물의 완성이미지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학습자와 함

께 제작하는 안내된 메이킹 활동을 제공한다.

- 발표를 위해 먼저 손을 든 모둠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파

악하기 힘들다 → 모둠별 발표순서를 정하는 버저 만들기

(단계별로 교사의 시범에 따라 학생이 함께 만들기)

수업중

4.4. 학습자가 메이킹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의 기능이 알고

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순서도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적는다.

1. 산출물에 구현할 기능을 문장형태로 적는다.

2. 작성한 문장을 절차에 따라 잘게 나눈다.

3. 잘게 나눈 문장을 순서도(상자,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한다.

4. 메이커 팀별로 토의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초급, 중급 :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을 예제로 제시하고 순

서도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 고급 : 순서도 형태만 제시해주고 자유롭게 알고리즘을 순

서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작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반복적으로

메이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수업중

5.1. 학습자가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반복적으로 수

정, 보완하고 최종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글과 그림

으로 표현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

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

서에 최종산출물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하

도록 한다.

수업중

5.2. 컴퓨팅 산출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EPL을 활용하

여 코딩한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

션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

는지 탐색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활동 :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컴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현재 작성한 알

고리즘 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명령어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한다.

- 초급, 중급 : 알고리즘은 목표로 하는 기능이 구현되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체크하도록 한다.

- 고급 : 외알고리즘 수정 시 더 짧은 코드, 효과적인 알고

리즘이 없는지를 고려하며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수정(debugging) : 오류가 발생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어디

인가? 왜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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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5.3. 컴퓨팅 산출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문제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중심으로 해당 기능 구

현에 맞는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외형을 제작

하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능을 문제상황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고 다른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초급, 중급 : 알고리즘은 목표로 하는 기능이 구현되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체크하도록 하고 외형 수정을 중심으

로 메이킹 활동을 유도한다.

- 고급 : 외형과 더불어 알고리즘 수정 시 효율성과 효과성

을 중심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교실 안 온도계 :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학급 게시판에

부착하면 좋겠음.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 주변에 부직

포를 붙이고 순간접착제와 핀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부착

하면 되겠음. 어두운 상자 안에 넣어서 온도가 잘 보여지

도록 하면 좋겠음.

수업중

5.4.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용이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

선점을 파악하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준을

제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점을 중심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사용성 평가지를 제공한다.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알고리즘>

- 효과성 : 제작한 산출물이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는가?

(5점척도)

- 효율성 :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구조,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가? (5점척도)

- 매력성 : 만들어진 산출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5점척도)

- 용이성 : 제작한 산출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5점척도)

-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에서 고쳐야할 점

- 알고리즘 설계시 고쳐야할 점

수업

전,중

5.5.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라

예시

및

해설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

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

적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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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5.6. 사용성 평가 결과와 도출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최적

의 산출물이 나올 때 까지 반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

하여 산출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예시

및

해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

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

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

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메이킹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산출물,

과정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라

수업후
6.1.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메이킹 과정을 자

유롭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예시

및

해설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를 통해 학습자가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하고 메이커

페어 열어서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나눔과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전,중

6.2. 학습자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오, 팟캐스트, 디자인포트

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

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슬랙, 클래스팅 등) 활용하여 기록을 디지털

화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전,후

6.3.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

정 전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

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조화된 성찰일지 : 메이킹 과정과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에 대한 요약, 메이킹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새롭

게 알게 되거나 배운 점, 팀원들에 대한 평가

- 성찰일지 : 컴퓨팅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단계, 종합하기

단계 이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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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

커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개발하고 모형 및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10차시에 걸쳐서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모형 및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맥락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

이커 교육 수업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하고 교수전략이 무엇인지 규

명하는 것이다. 이에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을 도출하고 총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출된 3차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교수자, 학습자 반응 및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업 모형과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종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은 기존의 메이커

교육 관련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을 보완하여 초등학교 맥

락에서 메이커 교육이 지니는 순환성과 반복성, 교수자가 실제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고 상세한 수업 모형의 단

계 및 전략 제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 시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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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 초등학생이 지니는 특징을 반영한 리믹

스(remix) 기능과 안내된 메이킹 활동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실제 초등

학교 현장에 적용한 뒤 메이커 정신(mindset)이나 컴퓨팅 사고력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을 적용한 결과 제시된 강점으로는 학생 주변의

문제를 직접 찾아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 전 과

정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공유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받으며 협력적으로 산출물을 수정 및 발전시켜 나간 점, 구조화

된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와 단계, 리믹스(remix) 기능과 안내된 메이

킹 활동으로서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제공하여 메이킹 활동을

처음 하는 학생 및 교사도 단계에 따라 원활하게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있었다. 반면 약점으로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알고리

즘, 코딩,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

려하여 일부 단계 순서 및 차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학생들의 코딩

기능이 숙련될 기회가 없으므로 활동 시간 확보 및 교사의 도움과 자료

제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점, 그리고 교사의 코딩에 대한 지식과 능력

수준에 따라 수업 모형과 전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는 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최종 수업 모형 및 전략을 수업실행과 연관지

어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활동과 리믹스 활동이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교육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와 같은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하는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습자 간 깊은 수준의

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유의 문화적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

와준다(Anderson, 2012; Kafai Fields & Searle. 2014a). 이러한 협력은

교실 안에서 학습한 내용과 지적 결과물, 학교 밖의 실제적 삶을 효과적

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

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Kafai & Peppler 2014; Lille & Rom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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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모형에서는 관심 주제별로 모둠을 편성하고 협력적 메이킹 활

동을 진행한 것 또한 반복적 메이킹 과정과 수정 및 보완의 과정에서 학

생들이 좌절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메이킹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

고 리믹스 활동은 기본적인 코드를 제공해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창의적

으로 재구성하거나 더욱 발전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 시 필수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Kafai & Burke, 2014; Kong, 2016;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본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알고리즘 설계와 코

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리믹스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과 코드

의 기본적 구조를 제공해줌으로써 메이킹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맥락의 메이커 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

할 때 최적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메이커 교육에서는

재료 및 도구의 특성에 대해서 탐색하는 팅커링 단계, 산출물을 어떻게

제작할지 구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설계하기 단계 이후에 산출물을 제

작하는 메이킹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김홍진, 2018; 이지선,

2017;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Brahms & Crowley, 2016; D.school

K-12,2016; Gerstein, 2016; Martinez & Stager, 2013; Loerscher,

Preddy, & Derry, 2013). 본 연구의 3차 수업 모형 역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단계 이후에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컴퓨팅 산출물 창의

적 구성하기 단계를 배치하여 설계하기 단계 이후에 메이킹 단계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모형을 현장 적용하는 외적 타당화 과정에서

초등학교 맥락과 초등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순서는 안내된 메이킹 활동

으로서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수행한 이후에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단계와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최종 수업 모형에서는 안내된

메이킹 활동으로서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먼저 수행한 후 알고

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단계와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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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으로 모형의 단계 순서를 조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메이킹 단계를 교사가 제공하는 안내 및 스캐폴딩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사이에 설계하기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학습 안내자이

자 촉진자로서 교사가 안내하는 메이킹 과정 전체를 체험한 후 본격적으

로 학습자 중심의 메이킹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 수준이 정교하

지 않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메이커 교육 맥락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조립하기 단계에서 메이킹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지 단계별로

교수적 지원이 주어지고 이어지는 설계하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

드는지 초점을 두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구성으로서 메

이킹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습자들의 능력, 기술, 도구, 지식을 적

절히 준비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Bevan, 2017; Berland, 2016; Quinn

& Bell, 2013; Resnick & Rosenbaum, 2013; Wilkinson & Petrich,

2014).

셋째, 학습안내자이자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메이커 교육, 코딩교육 역량과 충분한 학습 자원이 있으면 본 모형과 전

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메이커 교육에서 교사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이자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강인애,

김양수, 윤혜진, 2017; 정종욱, 2016). 따라서 교사는 메이커 교육에 관련

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서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 수준과 상

황을 고려한 스캐폴딩, 질문하기를 통해 협력적 활동 유도, 메이킹 활동

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촉진자이자 학습안내자로서 역할을 담당

해야 하는 것이다(Brahms, 2014; Gutwill, Hido, & Sindorf, 2015;

McGalliard, 2016;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본 연구에 참여

한 교사가 수업 모형과 전략을 활용하면서 우려했던 부분 역시 메이커

교육과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초등학교 수업이 교수자 중심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모든 것

을 알고 있어서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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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볼 수 있다(윤정은, 김도연, 권오남, 2015; 임철일, 2012). 본 연

구에 참여한 교사는 메이커 교육과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에 대한 지식

과 역량이 기본적인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이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이 충분하게 제공되어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하여 높은 수준의 메이커 교육과 메이킹을 통한 문제해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넷째, 본 모형과 전략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메이커 교육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이 변화

하는 모습을 보려면 교육과정 내에 메이커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

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메이커 교육을 학

교 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딩과 융합된 형태의 메이

커 교육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과학, 실과, 미술, 음악, 수학 등 STEAM관련 교과

와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융합 수업 형태, 프로젝트 수업

형태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서울시교육청,

2017).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디자인과 공학적 실천,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실천(STEM)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줄 수 있

다(Martin, 2015). 그리고 기존의 학교 교육을 “학습자가 배운 것에 대해

서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지?”의 프레임에서 “학습자가 아는 것을 무

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인가를 만

드는 활동과 이로 인해 생겨난 산출물이 학습자의 지식의 전이가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ougherty, 2012).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일부 할애하여 모형과 전략을 활용

하였는데 내용의 충실성 및 시간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

사에게 부담이 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한 학기 또는 일 년 단위로 메

이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차시를 확보하여 메이커 교육을 진행한다면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단위 또는 학생 단위의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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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

고 학습자에게도 유의미한 메이커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이 장기

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본 모형과 전략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

의 메이킹 산출물을 도출하고 보다 최적화된 교육적 효과와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과 같은 학습 환

경 설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 학

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성과 교수·학습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환

경 설계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나일

주, 2007; 임철일, 2012).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메이킹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코딩작업, 센서 연결을 학교 컴퓨터실에서 진

행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비치된 컴퓨터의 기능수준이 떨어지고 일렬로

된 책상과 모니터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서 모둠별로 협력적 메이킹 활동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메이킹 활동에 필요한 재

료 및 도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는 주로 가위, 풀, 벨크로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두꺼운 도화

지, 색종이 등 기본적인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연구자가 제공해준 피지컬 컴퓨팅 도구와 센서를 제외하고는 레이

저 커터, 3D프린터 등 함께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작도구가 없었

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으로 메이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

이스 구축의 완전한 형태의 최적화된 학습 환경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본

모형과 전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반드시 독립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흥미 중심의 학습, 공동체 중심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곳도 메이커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또한 유연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 설계라는 측면에서 메이커 교육을 수행하는 장이 될 수 있다

(Marloy & Edwards, 2018; Oliver, 2016). 이렇게 교실을 메이커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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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기본으로 하는 메이커 교육은 내용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실

생활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Marloy & Edwards, 2018). 또

한 교실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 카

트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별도의 공간 구축 없이 메이커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 장비들을 담은 이동식 카트를 제작한 것으로 교실에서 메

이커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 설계를 가능

하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Glazewki & Mckay, 2016).

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에 대한 반응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을 실행한 후 교사 및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메이킹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업 모형의 단계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단계보다 먼저 수행하는 것이 실제 수업을 하는데 있

어서 논리적 흐름에 적절하고 향후 창의적으로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모둠에서 선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을 통해 메이킹 산출

물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전에 학급에서 선정한 공동의 문제상황을 해

결하기 위하여 교사에 의한 안내된 메이킹 과정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다. 이는 기존의 메이커 교육 관련 연구에서 메이킹 산출물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단계 이후에 제작하기 단계를 선형적으로 제시한 것과는 상반

된 결과이다(김홍진, 2018;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D.school.

K-12, 2016; Martinez & Stager, 2013).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단계보다 먼저

수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알고리즘과 코딩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행할 전 과정을 경험해봄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산출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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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적 메이킹 활동 중에서 조립(assembly)형태의 메이킹 또는 안내

된 메이킹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이킹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지 단계별로 교수적 지원이 주어진다. 이는 향후에 보다 개방된 형

태의 창의적 구성(creative construction) 형태의 메이킹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들의 메이킹 역량을 적절히 준비시켜줄 수 있다(Bevan,

2017; Quinn & Bell, 2013). 따라서 본격적인 창의적 구성 형태의 메이킹

활동을 위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을 수행하는 단계보다 먼저 컴

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메이커 교육의 효과성을 높

여줄 수 있다.

둘째, 메이킹 활동 과정 안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 및 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의 기본기능을 익히고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

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 활동을 할 때 핵심이 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다루고 코딩과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컴

퓨팅 도구 및 EPL의 기본 기능과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활동이 선행되

어야 한다. 재료 및 도구의 기본적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메이킹

산출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

(Berland, 2016; Bevan, 2017; Kafai & Burke, 2014;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결과를 실제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메이킹 산출물에 대

한 이해정도를 심화시켜서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메이킹 중 과정에서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하기와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단계에서 예제를 통해

피지컬 컴퓨팅 도구 및 코딩에 활용되는 EPL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안

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모둠별로 만들어낸 메이킹 산출물에 대

한 이해를 심화시켜서 보다 정교화된 산출물이 도출되도록 하였고 학생

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까지 연결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교사와 학생들은 메이킹 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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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메이킹 전 활동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 및 코딩을 가능하

게 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의 기본기능을 익히고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 시간을 추가적으로 확

보한다면 메이킹 산출물이 더욱 정교화되고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메이킹 산출물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메이킹 문제해결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산출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준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스캐폴딩 제공

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캐폴딩의 한 측면으로서 메이킹 산출물을 구현할

때 필요한 재료 및 도구, 기능과 관련된 코드, 외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습자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 키워드, 인

쇄물 자료, 서적,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Kafai, Lee, Searle, Fields & Lui. 2014b; Peppler,

Halverson & Kafai, 2016). 이는 학습자의 연령별 수준에 맞는 좌절, 실

패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과성과 유의미

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조영환 외, 2015; Cho, Caleon &　

Kapur, 2015; Park & Rha, 2017)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메이커 정신(mindset)과 컴퓨팅 사고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이크로비트와 코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검색 키워드를 안내하

고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사가 스캐폴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인쇄물 자료와 책,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업 중에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모둠별로 다양한 메이킹 산출물이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의 메이커 정신(mindset)과 컴퓨팅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관련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 자원의 성격, 특징에 따라 범주를 구조화, 유목화하여 제

시하고 교사가 스캐폴딩을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종

류의 학습 자원을 교수 전략 부분에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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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습자들이 메이킹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문제

를 찾도록 지원하고 메이킹 전 과정에 걸쳐서 공유와 성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본 모형과 전략에서는 학생 주변의

문제를 직접 찾아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

여 문제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교수자의 지원, 구조화된 학습 자

원, 허용적이고 탐구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교실 안에서 학습한 내용, 지적 결과

물과 학교 밖의 일상생활 속 문제, 실제적 삶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

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프로젝트 초기에 교수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Blikstein, 2013; Gerstein, 2016; Glazewski, Mckay, 2016). 또한 모

형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공유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활동에 대

한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협력적으로 메이킹 산출물을 수정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공유와 성찰을 지원할 수 있는 LMS의 활

용, 구조화된 성찰일지 제공 등의 교수자의 지원과 공유와 협력의 분위

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메이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방과

공유의 문화를 조성, 교수자의 지원에 의하여 학습자의 협력과 소통 역

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뒷받침 된다(Brahms & Crowley,

2016; McGalliard, 2016; Thomas, 2014).

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기존의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학교 맥락에서 메이커 교

육 가능성에 대한 탐색에 대한 연구(Bevan, 2017; Bullock & Sator,

2015; Dougherty, 2012; Martin, 2015; Niemeyer & Ger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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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les et al., 2013; Vossoughi, Escude, Kong, & Hooper, 2013)와 메

이커 교육에 디지털 제작도구를 접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강인

애, 김명기, 2017; Bevan, 2017; Blikstein, 2013; Glazewski, Mckay,

2016; Halverson & Sheridan, 2014; Kafai et al., 2014c). 그러나 초등학

교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제작도구인 피지컬 컴퓨팅

도구와 메이커 교육과의 연결에 있어서 탐색적인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

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이재호, 장준형, 2017; 이창윤, 안재현, 서태균, 2018; 전소현,

2018; 하희정, 2017; Glazewski & Mckay, 2016; Huang et al., 2017;

Lee, Kim, & Lee, 2017).

또한 메이커 교육에서는 학습자에게 교수자가 적절한 시기에 스캐폴딩

을 제공하여 과도한 수준의 좌절,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연령별 수준

에 맞는 좌절, 실패정도를 고려한 교수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수자가

참고할만한 상세한 수업 모형, 교수전략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실천이 어

렵다(Blikstein & Worsley, 2016; Hsu, Baldwin & Ching, 2017). 일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모형의 경우 메이커 교육이 지니는 순환성과 반복성

의 반영, 수업 단계 및 내용의 충실성 및 상세함,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

용 시 고려되어야 할 컴퓨팅 사고력 요소, 초등학생의 특징 및 초등학교

수업 맥락 반영 등이 미흡하여 체계적 절차에 따라 피지컬 컴퓨팅 도구

를 활용하여 메이킹 활동을 촉진, 지원하기 어려웠다(황중원, 강인애, 김

홍순, 2016; Gerstein, 2016; Loestsher, Preddy, & Derry, 2013; Martinez

& Stager, 2013; Resnick, 2007).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교육을 수행했을 때 메이커 정신(mindset)이나 컴퓨팅 사고력 같

은 고차적 사고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관계를 규명한 연구

또한 미흡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메이커 교육 관련 연구에서 미흡했던 요소를

보완하여 종합적 접근을 통해 보다 최적화된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 초등학교 맥락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탐색하였다는 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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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통해 경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도출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

수전략이 지니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인 초등학생의 특성과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모형 및 교수전략

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속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메이킹 활동에 바로 들어갈 경우 활동에 필요한 역량이나 능력을 갖

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메이킹

활동을 수행할 때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컴

퓨팅 산출물 조립하기(assembly) 단계에서 학급 공통의 실생활 문제에

대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와 함께 단계에 따라 메이킹 산출물을 만드는 과

정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여 안내된 메이킹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 컴퓨

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creative construction) 단계에서 교수자가 제

공하는 스캐폴딩의 양을 줄여나가고 재료나 도구 선택,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 시 자율성을 더 부여하여 창의적인 메이킹 산출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실제 수업 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을 할 때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코드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이를 참고하여 발

전된 형태로 알고리즘 설계와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믹스

(remix) 활동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정한 실생활 문제를 고려하

여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습자들끼리 모둠을 편성하여 메이킹 과정

을 협력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공유 및 피드백 과정을 통

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메이킹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

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메이커 교육 경험,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경험 및 코딩 역량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모형의 단계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화되고 정교화된 수업 모형 및 교수전

략이다. 기존에 제시된 메이커 교육 모형의 경우 간소화된 형태로 모형

의 단계만 일부 제시해놓거나 학교 수업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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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론에 따라 구성된 것이 많아서 교사가 실제 메이커 수업 시 참고

할만한 상세한 수업 모형, 교수전략이 부족하였다(김진옥, 2018;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Gerstein, 2016; Loestsher, Preddy, & Derry,

2013; Martinez & Stager, 2013; Resnick, 2007). 그러나 본 수업 모형은

단계별로 교사와 학생이 수행해야 할 학습활동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

를 단계별 설명과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여 전체 수업의 흐름 파악이 용

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전략의 경우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

록 일반설계전략에 따라 유목화하고 상세 지침을 수업 전, 중, 후로 나눈

뒤 예시 및 해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메이커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수업 중에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해야하는 스캐폴딩 및 지원, 수업 후에 메이킹 과

정의 기록 및 공유, 성찰을 중심으로 메이커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시 및 해설을 통해 해당 전략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

는 구체적인 학습 자원을 제공하여 교사가 메이커 교육,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에 대한 역량 및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전략을 참

고하여 어렵지 않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

형과 전략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경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에 의

의를 지닌다.

셋째, 초등학교 수업의 실제적 맥락과 메이커 교육의 특징을 반영한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이다. 초등학교 교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차시 및 단원에 따라 주로 시작과 끝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업

의 흐름이 도입, 전개, 정리처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수업 모형 역시 초등학교 수업의 실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메이킹 전

과정으로 공감하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메이킹 후 과정으로 종합하기 단

계를 제시하여 시작과 끝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모형의 전체 단계가 선

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메이커 교육을 위한 산출물을 만

들고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코딩을 할 때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수정,

보완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의 메이킹

산출물을 완성해도 관련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여 필요에 따라 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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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한 메이킹 산출물을 제작하고 알고리즘 설계, 코딩 단계에서는 앞, 뒤

단계를 자유롭게 오고가며 순환, 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 단계를 분지형으로 제시하여 하나의 메이킹 과정이 끝난 후

메이커 문제 정의하기로 돌아갈지 종합하기로 마무리 지을 지 교사가 선

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전략 역시 단계별로 선형적 특

성에 따라 공감하기 단계부터 종합하기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들을 제시하였지만 순환적 특성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산출물을 수

정하고 완성하는 상세지침을 제시하여 교사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

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 모형과 전략은

초등학교 수업의 실제적 맥락을 반영한 선형성과 체계적 특성, 메이커

교육의 특징을 반영한 순환성과 반복성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었다

고 할 수 있다.

넷째,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를 함양하기 위한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이다. 메이커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커로서의 마음가짐(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협력, 공유 및 개방성 등)을 함양하는 것이다(Dougherty, 2013,

Gerstein, 2016; Martin, 2015). 본 모형과 전략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

도적으로 실생활 문제를 탐색하고 메이킹 문제를 정의한 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메이킹 산출물을 구안하는 활동, 모둠별로 협력하여 반복적으로

메이킹 산출물을 수정 및 보완하여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지원하

는 것은 학생들의 메이커 정신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메이킹 과정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핵심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알

고리즘과 코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으로 대표되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추구한다. 수업 모형의 단계와 교수전략 역시 언플러그드 단계, EPL코딩

단계, 피지컬 컴퓨팅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생성 및 구조화(문제인

식), 자료 분석 및 조직(해결책 고안),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상화

(해결책 표현), 알고리즘 디자인 및 검증(해결책 생성 및 메이킹 활동),

문제해결과정 적용 및 일반화(해결책 적용 및 일반화)의 과정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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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서 본 모형과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 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b). 또한 수업 모형

과 전략을 활용하여 10차시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메이커 정신

(mindset)과 컴퓨팅사고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활동이 디지털 제작(digital

fabrication)으로서의 메이커 교육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

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이 서울

A초등학교의 교사 1명,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 수의 제약, 학교급에 따른 대표성의 제약 등이 있어서 일반화를 하

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K-12 맥락에

서 다양한 수의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모형과 전략을 보다 정교화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10차시 수업에 일회적으로 적용하여 수업 모형

과 교수전략의 반응을 파악하고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증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메이커 교육,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10차시 수업이 메이킹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모형과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특히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학기 이상의 수업에 적용하여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과 활용 환경에 따라 학습활동의 제약이 있었다.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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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다루거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의 차이가 일부 존재

하여 학습활동 수행을 익숙해 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또한 메이

커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 및 재료, 장비를 갖춘 전용

공간이 학교 내에 없고 컴퓨터의 성능이 저조하여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다루고 코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활동,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을 사전에 점검

하고 필요 시 메이킹 활동 전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메이커 교

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 및 재료, 장비를 갖춘 전용 공간

을 학교 내에 마련하는 등의 학습 환경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업 모형과 교수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서 학습자인

초등학생의 특성, 초등학교 수업의 실제적 맥락과 메이커 교육의

특징을 반영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

한 메이커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화, 정교화

된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컴퓨팅

사고력과 메이커 정신(mindset)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모형 및 교

수전략이라는 점에서 메이커 교육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을 효

과적으로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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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개발 

연구의 2차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김근재입니다. 본 설문지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을 통한 메이

커 수업모형 개발을 위해 도출된 수업모형과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설문

지로 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의 검토의견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

육 수업모형 및 전략 타당화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1. 전문가 인적사항, 2. 연구의 소개,  3.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 4. 타당도 검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도 검토부분은 1) 도출된 교수모형의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 2) 각 절

차에 대한 타당화 질문, 3) 각 전략에 대한 타당화 질문 세 가지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검토하실 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의 응답과정 시 예상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전문가 프로필에 작성해주시는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논문에

는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 경력은 논문에 언

급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

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김근재 드림

keundol88@snu.ac.kr, 010-9854-2114

연구담당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근재 

연락처:     010-985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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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

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설명력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에 필요한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적절성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보편성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보편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컴퓨팅도구를 활
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기타의견

1. 전문가 인적사항

§ 전공분야:

§ 최종학력:

§ 소속:

§ 경력:

2 타당도 검토
1)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2차 수업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모형

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모형 전반에 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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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

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공감하기

(Emphasize)

� 주변 관찰 및 면담하기

ü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을 면담, 관찰하

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사람들

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

항을 정리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하기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

항을 종합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

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메이킹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기

ü 앞에서 발견한 실생활 문제 중에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지 검토하고 선별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세우기

ü 문제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계획

서 초안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 재료 및 도구와 친해지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

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성격을 파악

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루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간단한 실습활동을 통해 파

악한다.

① ② ③ ④

나. 수업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설문지

※ 다음의 단계와 활동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

서 타당한지 판단하여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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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

g)

� 언플러그드 활동하기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하

기 : 문제상황, 원인, 최종 산출물 이

미지, 산출물 포함 기능과 더불어 어

떤 재료를 사용할지를 정하여 계획

서를 구체화 한다.

ü 알고리즘 짜기 :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상자, 화살표 형태로 그려본다.

� EPL 코딩활동하기

ü 알고리즘 코딩하기 : 앞에서 작성한

알고리즘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딩

한다.

① ② ③ ④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Making

computatio

nal

artifact)

� 피지컬 컴퓨팅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하기 : EPL을 활

용하여 코딩한 내용을 피지컬 컴퓨

팅 도구에 적용하고 작동여부를 확

인한다.

ü 외형 제작하기 :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

토타입을 완성한다.

�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

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

력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

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

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는다.

① ② ③ ④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

&Modifyin

g the

computatio

nal

artifact)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

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

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한 개선점을 참고

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

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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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기

(Wrap-up)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한다.

� 메이커 페어 열기 : 제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

한다.

① ② ③ ④

모형

전체

과정

공유

하기

(Sha

ring)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 실험

보고서,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

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기 : 제작한 산

출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성찰

하기

(Ref

lecti

on)

� 성찰일지 작성하기 : 구조화된 성찰일

지를 제공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한다.

① ② ③ ④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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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교수전략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

그렇

지 

않다 

(2점

)

그렇

다

(3점

)

매우 

그렇

다

(4점

)

공감하

기

(Empha

size)

학
교
안/
밖

�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이커 정신(mindset)을 자극하는
자료와 학습안내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자체의 즐거움, 호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
적인 마음, 협력적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등을 길
러주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한 생활 주변의 인물, 사례를 제시한다.

학
교
안

� 학습자의 관찰 및 동료학습자 면담내용을 바
탕으로 유사한 관심주제 별 메이커 팀을 구
성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주변상황을 관찰하고 동료학습자의 면담내용 결
과 유사한 관심 주제별로 3, 4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다.

학
교
안

�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

항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수

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요
소

단계 사고과정

확
산
적
사
고
기
법

브레인스
토밍
(Brain

Storming
)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할 때 판
단보류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독창성의 원
리, 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머릿속에 떠오르
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기법

시넥틱스
(Synectic

s)

창의성 신장을 위해 지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
소, 합리적 요소보다 비합리적 요소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유추, 비유를 활용하여 낯선 대
상과 친숙한 대상을 연결시키는 기법

형태학적 행렬표를 활용하여 다루는 주제의 차원(요소)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학습자의 수준

을 고려하여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선택적으

로 활용한다.

2)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교수전략

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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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단계 사고과정

분석
(Morphol
ogical

Analysis)

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눈 뒤, 각 차원에 속하
는 속성들을 조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법

수
렴
적
기
법

PMI
(Plus,
Minus,

Interestin
g)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대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기록한 다
음 각가에 대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방식
으로 진행하는 기법

스캠퍼
(SCAMPE

R)

특정 대상 및 문제에서 출발하여 변형시키는
것으로 대치(substitute), 결합(combine), 적용
(adapt), 수정(modify), 용도 전환(put to other
uses), 삭제(elimination), 재배치(rearrange)
등의 질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기법

HIT
발산적 기법을 통해 떠올린 아이디어, 해결방
안에 대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기
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법

메이킹

문제

정의하

기

(Definin

g the

problem

)

학
교
안

� 학습자가 주변의 실생활 관련 문제를 찾을
때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학교 안 문제 상황, 학급 내 문제상황, 자기와 관
련된 사소한 문제 등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구글 문서, 구글 폼의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다.

학
교
안

� 학습자 주변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제가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지 판단할 수 있는 탐구질문을 제시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인지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탐구질문 3가지를 제시한다.
1.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2.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3.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학
교
안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구조
화된 문제 해결 계획서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
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재료 및

도구

특성

학
교
안/

�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수준을 고
려한 다양한 종류의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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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하기

(Tinkeri

ng)

밖 라

예
시
및
해
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양한 재료 및 도구
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키트(센서, 전선, 배터리
등)

- 레고 블록, 색도화지, 수수깡, 철사
- 가위, 풀, 글루건, 순간접착제, 밸크로 테이프
- 드라이버, 나사, 전동드릴, 니퍼
-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도색스프레이

학
교
안/
밖

� 학습자가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하고 발견한 특성을 협업을 통해 정
리하도록 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바구니 별로 구비해놓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파악
한 특성을 구글 문서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팀별로 정리한다.
- 레고 블록 : 구멍에 블록들을 끼워서 조립하는
형태로 다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밸크로 테이프 : 암테이프(부슬부슬 함), 수테
이프(뾰족뾰족 함)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을
붙였을 때 잘 붙음

학
교
안/
밖

�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
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
공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을 제공한
다.
- Makecode(https://makecode.microbit.org/)
- Makerschool(http://makerschool.kr/)
- MakerED(http://www.makered.or.kr/)
- Youtube, google 검색
- 메이커 산출물 사진, 그림자료

학
교
안

�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도록 간단한 예제활동과 시범보이기를 제공
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지니고 있는 센서들의 작
동원리, 컴퓨터와의 연결, EPL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를 학습자와 같이 풀어보고
교수자가 시범을 보여준다.

알고리

즘과

프로그

래밍

설계하

기

학
교
안/
밖

� 학습자가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반복적
으로 수정, 보완하고 최종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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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g

algorith

ms and

program

ming)

및
해
설

산출물이 왜 필요한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
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햬결 계획서에 최종산출물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하도록 한
다.

학
교
안

� 학습자가 메이킹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의 기
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검
토하고 순서도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
도록 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
기 위하여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
지 적는다.
1. 산출물에 구현할 기능을 문장형태로 적는다.
2. 작성한 문장을 절차에 따라 잘게 나눈다.
3. 잘게 나눈 문장을 순서도(상자, 화살표)의 형태
로 표현한다.
4. 메이커 팀별로 토의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
을 검토한다.

학
교
안

� 작성한 알고리즘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딩
하고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반복적 디버깅 과정을 거쳐
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EPL을 활용하
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
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반복적
으로 디버깅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디버깅 : 오류가 발생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어
디인가? 왜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

기

(Makin

g

comput

ational

artifact)

학
교
안/
밖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면
서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는지 탐색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EPL을 활용하
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
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현재
작성한 알고리즘 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명령어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
민하도록 한다.

학
교
안/
밖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고 해당 기능 구
현에 맞는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외형을 제작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능을 돕고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

고 다른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

성한다.

- 교실 안 온도계 :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학

급 게시판에 부착하면 좋겠음. 따라서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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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도구 주변에 부직포를 붙이고 순간접착

제와 핀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부착하면 되겠

음. 어두운 상자 안에 넣어서 온도가 잘 보여

지도록 하면 좋겠음.

학
교
안

�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

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용이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가를 하고 산출

물의 구조, 외형,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준을 제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알고리즘>

- 효과성 : 제작한 산출물이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는가?(5점척도)

- 효율성 :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구조,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

는가? (5점척도)

- 매력성 : 만들어진 산출물이 매력적으로 느껴

지는가?(5점척도)

- 용이성 : 제작한 산출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은 없는가?(5점척도)

-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에서 고쳐야할 점

- 알고리즘 설계시 고쳐야할 점

학
교
안/
밖

�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
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
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
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
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다.

알고리

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

기

(Debug

ging&M

odifying

the

comput

ational

artifact)

학
교
안/
밖

� 사용성 평가 결과와 도출한 개선점을 바탕
으로 최적의 산출물이 나올 때 까지 반복적
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하여 산출물을 완성
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한
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

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

가와 도출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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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

기

(Wrap-

up)

학
교
안

�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 메이킹 과
정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를 통해 자신

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하고 메이커 페어 열어서 제작한 산출

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나눔

과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모

형

전

체

과

정

공유

하기

(Sha

ring)

학
교
밖

� 학습자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과
정 전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방법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예
시
및
해
설

-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오, 팟캐스트,
디자인포트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슬랙, 클래스팅 등) 활용하여 기
록을 디지털화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찰

하기

(Ref

lecti

on)

학
교
안/
밖

�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
록 하라

① ② ③ ④예
시
및
해
설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조화된 성찰일지 : 메이킹 과정과 제작한 컴
퓨팅 산출물에 대한 요약, 메이킹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되거나 배운 점,
팀원들에 대한 평가

기타의견

-전문가 검토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모형 개발연구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 194 -

[부록 2] 수업 모형 및 교수전략 사용성 평가 질문지

A. 수업의 장점, 단점 및 개선점

다음 설문 문항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과 교수 전

략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으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설문

지의 질문을 읽고 4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

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

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

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본 수업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

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따라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본 교수전략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

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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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약점

B. 수업의 장점, 단점 및 개선점

다음 문항들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을 위한 수업 모형과 

교수전략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의 강점과 약점은 무멋입니까? 

2.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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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약점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 전략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4.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전략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

니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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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메이커 정신, 컴퓨팅 사고력 검사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개발에 대한 설문(수업 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을 통한 메이커 수업의 

효과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빗과 코딩을 활용하여 진행한 

만들기 수업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본 설문의 목적입니다.

이 설문지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

견을 받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수업모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

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조사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은 없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는 개인정보는 사전 부

여받은 번호뿐이며,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

약 설문조사를 마쳤더라도 본인의 설문조사 결과가 본 연구에 이용되기를 원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연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

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

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담당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근재 

연락처:     010-9854-2114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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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활동 전체 과정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참여하였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활동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활동에 집중하여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앞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과 메이커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문제나 과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계획을 세

워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 여  )

학년(                   )번호 (                   )

A. 수업에 대한 태도

다음 문항들은 이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

시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를 표시해 주세요. 

B. 메이커 정신

다음 문항들은 이 수업을 통해 메이커로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

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

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를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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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수업이나 책에

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것이나 아이디어

를 만들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도구 및 재료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

게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결과물이 실제로 적

용하였을 때 적절하게 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

서 끊임없이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

서 실패를 경험해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과정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만

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결과물을 만들 때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였다(예시: 인터넷, 유튜브, 책, 

선생님 등)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

서 친구들과 충분히 협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

서 친구들과 문제해결과정을 충분히 공유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나

와는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주변에서 발생하

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실제 주변에서의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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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컴퓨팅 사고력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이 길러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1. (1-1~1-5)

근재네 마을에서는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기 위하여 가로등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재는 전등의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고 어떤 전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고

민하고 있습니다.

1-1. 근재는 마을의 가로등을 바꾸기 위해 인터넷에서 전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

해 검색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① 백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

② 형광등, LED등은 백열등보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③ 백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④ LED등은 백열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⑤ 도어등은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



- 201 -

1-2. 근재는 어떤 전등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더 싼지 비교하기 위

해 1년 6개월동안 백열등과 LED등의 총 유지비용(제품가격_전력소비비용)에 대

한 데이터를 찾았다.

위 그래프롤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① LED등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더 싸다

② 백열등이 LED등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③ 백열등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④ 8개월 이상 사용하면 LED등이 더 싸다

⑤ 제품가격은 백열등이 LED등보다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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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재는 가로등을 바꾸기 위해 다음 <규칙>에 따라 여섯 곳의 창고에서 마

을로 전등을 옮기려고 한다.

규칙 1 : 모든 창고에 최소 한 번은 가야한다

규칙 2 : 창고에서 한 번에 한 개의 상자 혹은 9개 이하의 전등만 가져올 수 있다

규칙 3 : 한 상자에는 10개의 전등이 들어있다

규칙 4 : 창고에 갈 수 있는 총 횟수는 20회이다

규칙 5 :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창고에 갈 수 없다

옮길 수 있는 전등의 최대 개수를 고르시오. (       )

① 194개

② 195개

③ 196개

④ 197개

⑤ 198개

1-4. 근재는 가로등이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작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필요한 센서를 찾아보기 위한 검색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

르시오. (       )

① 기울기 감지 센서

② 빛 감지 센서

③ 동작 감지 센서

④ 소리 감지 센서

⑤ 온도 감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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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가로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표현한 순서도이다. 

위 <규칙>에 따라 작성된 순서도의 빈칸 (1)과 (2)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1) (        ) (2) (       )

① 가로등 켜짐

② 가로등 꺼짐

③ 10초가 지났는가?

④ 20초가 지났는가?

⑤ 30초가 지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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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2-1~2-4)

유나는 학교 축제에서 ‘공의 개수 맞추기 게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공의 개수’를 먼저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

니다.

2-1. 바구니 A, B에 각각 8개, 20개의 공이 들어있을 때, 위 <절차>를 적용하여 

바구니 A에 남는 ‘공의 개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2. 다음은 유나가 ‘공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표현한 순서도이다. a, b는 각각 

바구니 A,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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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학생 수 (명)

건강음료 110

비타민 음료 182

생과일 주스 289

이온음료 267

캔커피 223

탄산수 210

위 순서도의 빈칸 (1), (2)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1) (        ) (2) (       )

※ ‘a←b’는 b를 a에 저장한다는 의미이다.

① a←b

② b←a

③ a←a-b

④ a←b-a

⑤ b←b-a

⑥ b←a-b

2-2. 유나는 축제기간동안 설치된 자판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넣으려

고 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조사하고, 표계산 소프트웨어로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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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좋아하는 음료수를 비교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

시오. (       )

2-4. 유나는 자판기의 금액 표시 화면기 고장난 것을 발견했다.

4개의 숫자를 각각 7개의 조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8개의 조각이 필요하

다. 자판기 금액 표시 화면에서 한 개의 조각이 켜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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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이 고장 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표시 금액으로 가능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

오. (       )

문제3. (3-1~3-2)

지현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음식의 칼로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3-1. 조사한 칼로리 데이터를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두 가지의 막대그래

프로 정리하였다. 지현이가 표현한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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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나)보다 음식의 칼로리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② (가)는 칼로리의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③ (나)는 (가)보다 칼로리가 가장 낮은 음식을 구별하기 쉽다

④ (가), (나) 모두 칼로리의 수치를 잘 비교할 수 있다

⑤ (가), (나) 모두 세로축의 눈금 간격을 적절히 설정해 주었다

3-2 지현이는 쌀과 콩이 서로 다른 컵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조

건>을 고려하여 (가)와 (나)의 이름에 맞게 내용물을 서로 바꿔 담으려고 한다.

(가)와 (나)의 내용물을 바꾸어 담는 과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       )

문제4. (4-1~4-2)

희정이네 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로봇이 있다.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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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로봇을 움직여 희정이네 집(◉)에 도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을 <보

기>에서 고르시오. 단, 로봇은 현재 북쪽(North)을 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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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희정이는 ‘문장기계’(문장 만드는 기계)를 이용하여 마을 입구에 설치할 현

수막에 ‘안전사고예방’이라고 쓰려고 한다. ‘문장기계’는 다음과 같이 붙이기 기

능과 거꾸로 기능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희정이의 문장기계의 빈 칸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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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5. (5-1~5-2)

혜지는 계단모양의 블록 쌓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5-1. 4층의 계단을 쌓으려면 총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한지 구하시오. (        )

① 7 ② 8 ③ 9 ④ 10 ⑤ 11

5-2. 4혜지는 계단을 한층 더 쌓는데 필요한 블록의 총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8층 높이로 계단을 쌓으려고 할 때 필요한 블록의 총 개수를 고르시오. (        )

① 21 ② 28 ③ 30 ④ 32 ⑤ 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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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본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면담 참

여 의사를 밝힌 4명의 학생(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2.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일대일 면담

3. 면담 시간 : 학생 1인당 20분~25분 소요

4. 면담 질문지

- 과거 학교 수업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나 다른 재료 및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수업 경험이 있나요?

√ 만약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고 당시 수업 상황은 어떠했나요?

√ 그 당시 수업과 지금 수업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피지컬 컴퓨팅 고루를 활용하여 메이커 수업을 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 어떤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었나요?

√ 모둠원들 끼리 협력이 잘 이루어졌나요?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수업을 하는 것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웠나요?

√ 모둠원과 함께 협력작업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 개선하면 좋은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수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그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상생활 속 문제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을 통해 해

결하였을 때 배운점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수업을 계속 하고 싶나

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메이커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컴퓨팅사고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나요? 

[부록 4] 학생 반응 조사를 위한 면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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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업 실행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n 사전준비사항 

ü 메이커 수업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받기 : 연구자가 피지컬 컴퓨팅 도

구 활용 메이커 수업의 특징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고 학습자 본인과 

학부모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는다.

ü 메이커 수업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하기 : 클래스

팅, SLACK 등 학습자가 자신의 메이커 수업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온

라인 플랫폼을 마련한다.

ü 메이커 수업 재료 및 도구 준비하기 : 학습준비물실, 학급비품비 등을 

활용하여 재료 및 도구를 충분한 수량으로 준비한다. 기준이 되는 학습

조직은 4인1조로 정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 마이크로비트 팅커 키트(15세트)

- 스마트 도구 : 컴퓨터실 PC 혹은 노트북, 태블릿 PC(8개)

- 조립 및 만들기 도구 : 레고 블록(2박스), 색도화지, 수수깡, 철사

- 자르기 및 접착도구 : 가위, 풀, 글루건, 순간접착제, 밸크로 테이프(8개씩)

- 고정도구 : 드라이버, 나사, 전동드릴, 니퍼(8개씩)

- 채색 및 꾸미기 도구 :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도색스프레이(4개씩)

- 이외에 기타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재료 및 도구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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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정

차시 및 주제

공감하기
(Emphasize)

1차시
n 나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메이킹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2차시

n 메이킹 활동에 사용할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
루어보고 특징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다.

n 간단한 실습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성
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다.

리믹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코딩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with 

remix)

2차시
n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여 메이킹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EPL을 통해 코딩
할 수 있다.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

(Making for 
assembly)

1차시
n 공통된 메이킹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내된 메이

킹 단계에 따라 컴퓨팅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
다.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

(Making for 
creative 

construction)

2차시
n 설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메이킹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컴퓨팅 산출물을 제작하고 적용
해볼 수 있다.

알고리즘,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Modif

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1차시
n 사용성 평가 결과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컴퓨팅 

산출물을 수정할 수 있다.

종합하기
(Wrap-up)

1차시
n 메이커 페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다.

모형
전체
과정

공유하기
(Sharing)

매 차시마다 
진행

� 차시별로 작성한 산출물 및 과정을 온라인 플랫
폼에 기록하고 공유한다.

성찰하기
(Reflection)

매 차시마다 
진행

�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하고 공유한 산출물 및 과
정을 바탕으로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총 합 10차시 -

n 학습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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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거나 만들기를 통해 생활 속
에서 편리함을 경험했던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
도록 한다.

� 메이킹 자체의 즐거움, 호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
적인 마음, 협력적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등을 길
러주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생활 주변의 인물, 사례를 제시한다.

� PPT, 동영상 
자료

ü 메이킹 활동
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한 생
활 주변의 인
물, 사례 중 
초등학습자가 
만든 사례를 
제시하여 메
이커 교육이 
친숙하게 다
가갈 수 있는 
수 업 이 라 는 
점과 메이커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유
도한다.

전개

공감
하기

�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상황 관찰, 동료학습자
와의 면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생활 속
의 문제를 찾고 자신이 찾은 문제를 학습지에 정
리한다.

� 찾아낸 문제를 종합하여 관심 주제별로 유사한 학
습자들끼리 3, 4명씩 팀을 구성한다.

� 학습지
ü 유사한 관심 

주제별로 팀
을 편성하되 
팀원이 지나
치게 편중되
지 않도록 한
다.

ü 교사가 돌아
다니면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
들에게 조언
을 제공한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교수·학습과정안>

n 주       제 : 나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메이킹 문제

를 정의하기(1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나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메이킹 문제

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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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 
문제 
정의
하기

� 학교 안 문제 상황, 학급 내 문제상황, 자기와 관
련된 사소한 문제 등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구글 문서, 구글 폼의 테크놀로
지를 활용한다.

� 학습자가 주변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게가 메
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탐구질문 3가지를 제시한다. 

1.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2.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

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3.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

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 구글 문서,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ü 학습자 주변
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제가 메이
킹 활동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탐구질문
을 제시하고 
탐 구 질 문 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작성
하기

�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를 학습자에게 제
공한다.

� 학습자에게 모둠별로 앞에서 파악한 문제를 바탕
으로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ü 메이킹 활동
을 통해 도출
될 산출물에 
대한 계획서
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습
자에게 구조
화된 문제 해
결 계획서를 
제공하라

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작성한 문제해결 계획서를 온라인 플랫폼
에 올리고 학습자들끼리 서로 코멘트를 달아준다.

� 온라인 플랫
폼

ü 앞으로 수행
하게 될 메이
커 수업 산출
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적
극적으로 올
리고 공유할 
것임을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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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예시작품 사진을 
보여준다. 

�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메이킹 산출물이 어떤 재료
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을지 예상하여 발표해보도
록 한다.

� PPT, 동영상 
자료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재료 
및 도구를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재료 
및 

도구
와 

친해
지기

�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수준을 고려하여 피지
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재료 및 도

구를 준비한다.
� 학습자가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

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고 발견한 특성을 협업을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

�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바구니 별로 구비해놓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파악
한 특성을 팀별 학습지로 정리하거나 구글 문서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리한다. 

예시자료)
- 레고 블록 : 구멍에 블록들을 끼워서 조립하는 형
태로 다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밸크로 테이프 : 암테이프(부슬부슬 함), 수테이프

(뾰족뾰족 함)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을 붙였을 
때 잘 붙음

� 학습지 또는 
구글 문서, 
메이킹 도구 
및 재료 바
구니

ü 메이킹 재료
와 도구를 
종류별로 담
아놓은 뒤 
학 습 자 들 이 
마음에 드는 
재료 및 도
구부터 가져
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ü 재료 및 도
구에 대한 
특성을 정리
할 때 팀별
로 공통 학
습지를 제공
하거나 구글 
문서 등 테

n 주       제 : 메이킹 활동에 사용할 재료 및 도구의 특성 파악하기(2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메이킹 활동에 사용할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고 특징

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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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놀 로 지 를 
활 용 하 도 록 
하여 결과를 
실 시 간 으 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및 

도구
와 

친해
지기(
심화)

� 학습자에게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
을 제공하여 재료 및 도구의 특성을 정리할 때 추
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Makecode(https://makecode.microbit.org/)
- Makerschool(http://makerschool.kr/)
- MakerED(http://www.makered.or.kr/)
- Youtube, google 검색

- 메이커 산출물 사진, 그림자료

� 학습지 또는 
구글 문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

ü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하여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
어를 검색하
고 정리하도
록 한다.

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작성한 재료 및 도구 특성 정리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고 학습자들끼리 서로 코멘
트를 달아준다.

� 온라인 플랫
폼



- 219 -

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유
발

� 학습자에게 마이크로비트 소개영상을 보여준다. 
� 앞으로 활용하게 될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상하여 발표해보도록 한다.

� 동영상 자료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내용을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피지컬 
컴퓨팅 
도구 

소개하
기

� 학습자에게 마이크로비트를 보여주면서 마이크로비
트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설명해준다.

� 학습자에게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할 때 사용하는 
makecode EPL(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설명해준다.

� 피지컬 컴퓨
팅 도구(마이
크로 비트), 
컴퓨터

ü 마이크로비트
와 makecode 
EPL을 직접 
보 여 주 면 서 
구 성 요 소 와 
기능을 설명
한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실습
하기

� 마이크로비트 예제 : Hello World 프로그래밍 하기
- 마이크로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생성

한다.
- 하단 다운로드 오른쪽에 프로젝트 이름을 적는 란에 

Hello World로 이름을 변경한다
- 문자열 출력 블록 배치 : 기본 코딩 블록 안의 문자

열 출력 블록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좌, 우로 
흔들면 블록이 코딩 창으로 내려온다.

- 문자열 출력 블록을 드래그 하여 시작하면 실행 블
록 아래쪽으로 이동 :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문
자열 출력 블록이 달라붙는다.

- 문자열 표시 블록 안의 문자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Hello World로 변경한다.

- 화면 좌측의 에뮬레이터에 Hello world가 출력되는

� 피지컬 컴퓨
팅 도구(마이
크로 비트), 
컴퓨터

ü 마이크로비트
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여 
학습자들이 숙
련된 메이커인 
교사의 설명에 
따라 시연해보
고 도구에 익
숙해질 수 있
도록 유도한
다.

n 주       제 : 메이킹 활동에 사용할 재료 및 도구의 특성 파악하기(3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간단한 실습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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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 화면에 계속 Hello world가 출력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한반복 실행 블록을 끼워넣은 뒤 다시 에뮬레이터
를 확인한다.

- 에뮬레이터와 실제 마이크로비트 출력물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한다.

� 마이크로비트 예제 : 다른 글자 출력하기
- 마이크로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생성

한다.
- 하단 다운로드 오른쪽에 프로젝트 이름을 적는 란에 

Hello World로 이름을 변경한다
- 문자열 출력 블록 배치 : 기본 코딩 블록 안의 문자

열 출력 블록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좌, 우로 
흔들면 블록이 코딩 창으로 내려온다.

- 문자열 출력 블록을 드래그 하여 시작하면 실행 블
록 아래쪽으로 이동 :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문
자열 출력 블록이 달라붙는다.

- 문자열 표시 블록 안의 문자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Hello World를 다른 문자로 변경한 뒤 무한반복 실
행 블록을 끼워넣는다.

- 에뮬레이터와 실제 마이크로비트 출력물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한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실습
하기
(심화)

� 마이크로비트 예제 : 버튼을 사용하여 문자 출력하
기

- 버튼A 누르면 실행 배치 : 입력 코딩 블록 안의 버
튼A를 누르면 실행 블록을 코딩 창에 배치한다.

- 문자열 출력 블록 배치 : 기본 코딩 블록안의 문자
열 출력 블록을 버튼 A 누르면 실행 블록 아래에 
배치한다. 문자열 출력 블록안의 Hello 문자를 A로 
변경한다.

- 에뮬레이터의 A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한 문자 A가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 버튼 A누르면 실행 블록 복사 : 버튼 A 누르면 실
행 블록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복사항
목을 선택한다.

- 버튼 B 누르면 실행 블록으로 변경 : 복사한 버튼 
A누르면 실행 블록의 A부분을 선택하여 B항목으로 
변경한다. 함께 복사된 문자열 출력 블록안의 A문
자를 B로 변경한다.

- 에뮬레이터의 B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한 문자 B가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 에뮬레이터와 실제 마이크로비트 출력물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한다.

� 피지컬 컴퓨
팅 도구(마이
크로 비트), 
컴퓨터

ü 마이크로비트
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
여 학습자들
이 숙련된 메
이커인 교사
의 설명에 따
라 시연해보
고 도구에 익
숙해질 수 있
도록 유도한
다.

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마이크로 비트 실행 시 사진 및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 온라인 플랫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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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유
발

� 라면 끓이기, 줄서기 등 생활 속의 현상을 알고리
즘과 순서도의 형태로 표현한 예시자료를 보여준
다.

� 깨끗이 이닦기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어떤 
순서대로 이를 닦아야 하는 지 알고리즘을 순서도 
형태로 구성해보도록 한다. 

� PPT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내용을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수정
하기

� 학습자가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최종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
출물이 왜 필요한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항목이 들
어간 메이킹 문제해결 계획서에 최종산출물 이미지
를 구체화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ü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를 반복적으
로 수정하도
록 하여 완성
도를 높인다.

알고
리즘 
설계
하기

� 학습자가 메이킹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의 기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순서
도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도록 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적
는다.

1. 산출물에 구현할 기능을 문장형태로 적는다.
2. 작성한 문장을 절차에 따라 잘게 나눈다.
3. 잘게 나눈 문장을 순서도(상자,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한다.
4. 메이커 팀별로 토의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알고리즘을 짤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 일부를 

제공한 뒤(리믹스 기능) 학생들로 하여금 알고리즘
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PPT, 알고리즘 
설계 학습지

ü 모둠별로 메
이킹 문제에 
대해서 4가지 
단계에 따라 
알 고 리 즘 을 
설 계 하 도 록 
유도한다.

ü 학습자가 알
고리즘 설계
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알
고리즘 예시
를 추가적으
로 제공한다.

ü 알 고 리 즘 을 
설계할 때 구

n 주       제 :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4,5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여 메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

즘을 설계하고 EPL을 통해 코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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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 일부
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
로 알고리즘
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다.(리믹스기
능)

EPL
활용 
코딩
하기

� 학습자가 작성한 알고리즘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
딩하고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
레이션하여 반복적 디버깅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코딩 활동 시 구성요소 일부를 제공한 뒤(리믹스 
기능) 학생들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발전시킬 수 있
도록 한다.

�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반복적으로 디
버깅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디버깅 : 오류가 발생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어디인
가? 왜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 알고리즘 설계 
학습지, 컴퓨
터

ü EPL을 활용하
여 코딩할 때 
구성요소 일
부를 제공하
여 이를 바탕
으로 알고리
즘을 발전시
킬 수 있도록 
한다.(리믹스
기능)

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작성한 알고리즘 설계 학습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끼리 코멘트를 달아
준다.

�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알고리
즘 설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등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한다.

� 작성한 성찰일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 온라인 플랫
폼, 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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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학습자에게 마이크로비트 소개영상을 보여준다. 
� 앞으로 활용하게 될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상하여 발표해보도록 한다.

� 동영상 자료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내용을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공통된 
메이킹 
문제 
선정

�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 찾아낸 실생활 문
제 중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를 학습자와 함께 선정
한다.

- 사람마다 덥고, 추운 정도를 느끼는 온도가 다르고 
실제 교실 내 정확한 온도를 알 수가 없어서 에어컨
이나 선풍기를 켜고 끄는데 기준이 필요하다.

ü 학 습 자 들 이 
선정한 문제
들 중 공통적
인 문제, 중
요하다고 생
각하는 문제
를 토의나 투
표를 통해 결
정한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실습
하기
(심화)

� 마이크로비트 같이 만들기 : 온도계 만들기(온도를 
감지하여 온도에 따라 서보모터 게이지 움직이기)

- 설명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i3Km1PV45M
- 코드

- 아웃풋 이미지

� 피지컬 컴퓨
팅 도구(마이
크로 비트), 
컴퓨터

ü 마이크로비트
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
여 학습자들
이 숙련된 메
이커인 교사
의 설명에 따
라 시연해보
고 도구에 익
숙해질 수 있
도록 유도한
다.

n 주       제 : 컴퓨팅 산출물 조립하기(6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공통된 메이킹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내된 메이킹 단계에 따라 

컴퓨팅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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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마이크로 비트 실행 시 사진 및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 온라인 플랫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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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지난시간에 모둠별로 학습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을 
리뷰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온라인 플랫
폼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내용을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더 
나은 

알고리
즘이 

있는지 
탐색하

기

� 학습자에게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
입을 제작할 때 EPL을 활용하여 코딩한 결과값을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면서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는지 모둠별 토의를 통해 
탐색해본다.

�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현재 작성한 
알고리즘 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명
령어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한
다. 

� 기존에 설계한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발견하면 코딩을 해본 뒤 수정한다.

� 알고리즘 계
획 학습지

ü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를 반복적으
로 수정하도
록 하여 완성
도를 높인다.

컴퓨팅 
산출물 
제작
하기

(프로그
래밍)

� 학습자로 하여금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
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고 해당 기능 구현
에 맞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할 수 있도록 한
다.

- 모둠 발표순서 정하기, 도난방지기, 온도계 업그레이
드

� 피지컬 컴퓨팅 
도구(마이크로
비트), 메이킹 
문제해결계획
서, 알고리즘 
설계 학습지, 
컴퓨터

ü 설계한 알고
리즘 대로 코
딩한 뒤 반복
적으로 피지

n 주       제 : 컴퓨팅 산출물 창의적 구성하기(7,8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설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메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팅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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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컴퓨팅 도
구를 시뮬레
이션 하여 확
인한다. 

컴퓨팅 
산출물 
제작
하기
(외형 
제작)

� 학습자에게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능을 돕고 문
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
점에 두고 다른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을 완성한다.

- 교실 안 온도계 :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학급 게
시판에 부착하면 좋겠음.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 도
구 주변에 부직포를 붙이고 순간접착제와 핀을 활
용하여 게시판에 부착하면 되겠음. 어두운 상자 안
에 넣어서 온도가 잘 보여지도록 하면 좋겠음.

� 피지컬 컴퓨팅 
도구(마이크로
비트), 메이킹 
문제해결계획
서, 알고리즘 
설계 학습지, 
컴퓨터

ü 모둠별로 다
양한 재료 및 
도구를 활용
하여 컴퓨팅 
산출물 외형
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ü 제작 과정에
서 실패의 과
정이 있더라
도 학습자가 
좌절하지 않
고 반복적으
로 제작과정
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긍
정적인 코멘
트를 제공한
다.

메이커 
마음
가짐 
강조
하기

�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
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 동료학습자간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
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
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
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
으로 강조한다.

-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

�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용이성의 측면에서 어떤
지 사용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
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한다.

�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준을 제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알고리즘>
- 효과성 : 제작한 산출물이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

� 사용성 평가지
ü 모둠별로 제

작한 산출물
에 대해서 자
유롭게 사용
성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ü 개선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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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는가?(5점척도)
- 효율성 :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
출물의 구조,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가? 
(5점척도)
- 매력성 : 만들어진 산출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가?(5점척도)
- 용이성 : 제작한 산출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

는가?(5점척도)
-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에서 고쳐야할 점
- 알고리즘 설계시 고쳐야할 점

알고리즘과 외
형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산출물 제작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서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끼리 코
멘트를 달아준다.

�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등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한다.

� 작성한 성찰일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 온라인 플랫
폼, 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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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지난시간에 모둠별로 파악한 사용성 평가 및 개
선점 찾기 결과를 공유하고 모둠별로 잘된 점과 
개선해야할 점을 공유하도록 한다.

� 온라인 플랫
폼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내용을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사용
성 

평가 
및 

개선
점 

찾기 
결과 
정리
하기

� 학습자에게 모둠별로 파악한 사용성 평가 및 개
선점 찾기 결과를 모둠별로 다시 검토하면서 반
영할 수 있는 것과 반영이 어려운 것을 토의를 
통해 선별하도록 한다.

� 온라인 플랫
폼

ü 사용성 평가 
및 개선점 
찾기 결과 
중 반영할 
것과 하기 
어려운 것을 
선별하는 작
업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거치도록 한
다.

알고
리즘 
및 

컴퓨
팅 

산출
물 

수정
하기

� 사용성 평가 결과와 도출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최
적의 산출물이 나올 때 까지 반복적으로 프로토타
입을 수정하여 산출물을 완성하도록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
로토타입 만들기,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
여 수정, 개선한다. 

� 피지컬 컴퓨
팅 도구(마이
크로비트), 메
이킹 문제해
결계획서, 알
고리즘 설계 
학습지, 컴퓨
터

ü 모둠별로 다
양한 재료 
및 도구를 

n 주       제 :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하기(9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사용성 평가 결과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컴퓨팅 산출물을 수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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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
와 도출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한다.

활용하여 컴
퓨팅 산출물 
외형을 제작
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ü 수정하기 과
정에서 실패
의 과정이 
있더라도 학
습자가 좌절
하지 않고 
반 복 적 으 로 
제 작 과 정 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긍정
적인 코멘트
를 제공한다.

메이
커 

정신 
강조
하기

�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움, 실패에 대
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 동료학습자간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즐거
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
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
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
속적으로 강조한다.

-

정리

정리
하기

� 모둠별로 수정한 결과물에 대한 사진, 영상과 설명
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코멘트를 주고받도
록 한다.

� 온라인 플랫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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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방법

생활 주변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기 관찰 평가

생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팅 산출물 제작 및 공유하기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컴퓨팅 산출물 제작 및 공유의 경험을 
통해 메이커 정신 갖기 관찰 평가

주요 
활동

각 단계별 설명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동기유
발

� 지난시간에 모둠별로 공유한 최종 산출물 사진과 
영상, 어떤점이 개선되었는지 설명을 함께 살펴본
다.

� 온라인 플랫
폼

ü 학 습 자 들 이 
예상하여 발
표한 내용을 
판서해서 적
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고 있
다고 느끼도
록 한다.

전개

컴퓨팅 
산출물 
발표하
기 및 
메이커 
페어 
열기

� 모둠별로 컴퓨팅 산출물 제작과정, 산출물의 기능, 
어떤 문제를 해결하였는 지 등을 담아서 발표회를 
갖는다.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를 통해 자신
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하고 메이커 페어 열어서 제작한 산출
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나눔
과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산출물을 전시하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하고 가벼
운 다과와 함께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플랫
폼, PPT

ü 평가의 장이 
아닌 자신들
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즐
기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자
유로운 분위
기를 조성한
다.

정리

정리
하기

� 메이커 페어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플랫폼
에 공유한다.

� 온라인 플랫
폼

n 주       제 : 종합하기(10차시)

n 대상 학습자 : 초등학교 6학년

n 수 업 수 준 : 3

n 수 업 목 표 : 메이커 페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을 발표

하고 공유할 수 있다.

n 평 가 계 획



- 231 -

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F

1.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학
습준비하기” 단계와 주의력
환기하기, 학습목표 안내하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
차로서 타당하다

3 3 3 4 4 4 3.5 0.55 1.0

1

2.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공
감하기” 단계와 관찰 및 경
험하기는 피지컬 컴퓨팅 도
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4 3 3 4 4 3.67 0.52 1.0

[부록 6] 수업 모형,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 1차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F

타
당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당하다.

2 3 3 3 4 4 3.17 0.75 0.83

0.60

설
명
력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잘 설명
하고 있다.

2 3 3 3 4 4 3.17 0.75 0.83

적
절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2 3 4 4 4 3.17 0.98 0.67

보
편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화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보
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3 3 3 4 3 3 0.63 0.83

이
해
도

본 수업 모형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2 2 3 3 3 3 2.67 0.52 0.67

2) 1차 수업 모형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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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정
의하기” 단계와 실생활 문제
파악 및 생성하기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
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2 3 3 3 3 4 3 0.63 0.83

4.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설
계하기” 단계와 문제해결 계
획세우기, 문제구조화-자료분
석 및 조직-추상화-알고리즘
설계하기(컴퓨팅사고과정) 활
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
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
로서 타당하다

4 4 3 3 4 4 3.67 0.52 1.0

5.학교 안 활동 단계에서 “탐
색하기” 단계와 재료 및 도
구의 탐색, 시범보이기 활동
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
서 타당하다

2 4 3 3 3 4 3.2 0.75 0.83

6.학교 안/학교 밖 활동 단계
에서 “제작하기” 단계와 시
범보이기 프로토타입 제작하
기,수정 및 디버깅하기, 사용
성 평가하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
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
다

2 4 3 4 4 4 3.5 0.34 0.83

7.학교 밖 활동 단계에서 “공
유하기” 단계와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록하기, 코멘트, 피
드백 제공하기 활동은 피지
컬 컴퓨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
하다

2 3 3 3 4 4 3.2 0.75 0.83

8.학교 안/학교 밖 활동 단계
에서 “적용 및 발전시키기”
단계와 산출물 적용하기 활
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 활
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
로서 타당하다

2 3 3 3 4 4 3.2 0.75 0.83

9.학교 밖 활동 단계에서 “성
찰하기” 단계와 성찰일지 작
성하기 활동은 피지컬 컴퓨
팅 도구 활용 메이커 교육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2 3 3 3 4 4 3.2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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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A B C D E F

� 학습자의 주의력 환기하기

ü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자

료와 학습안내를 제공하라

3 2 3 3 4 4 3.17 0.75 0.83

0.68

� 학습자에게 학습목표 탐색 및

안내하기

ü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

록 안내하라

2 2 3 3 4 2 2.67 0.82 0.50

� 팀 구성하기

ü 학습자로 하여금 관심주제에 따

라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팀의

목표와 역할을 정하도록 하라

3 2 3 3 3 3 2.83 0.41 0.83

� 학습자가 컴퓨팅 사고력 관련

실생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ü 학교 안 문제 상황, 제3세계를

위한 새로운 장난감 제작, 운동

화 제작 등 컴퓨팅 사고력과 관

련된 구체적인 실생활 문제 상

황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학생들

에게 제시하라

3 3 3 2 4 2 2.83 0.75 0.67

� 메이킹 활동 산출물 사용자 요

구파악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출될 산

출물과 직접적으로 사용할 사람

들과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학습자로 하여금 시각적 환기물

로 정리하도록 하라

4 4 3 3 4 4 3.67 0.52 1.00

� 학습자의 관찰 및 경험 촉진하

기

ü 학교 안 문제상황에 관련하여

수집한 학급회의 결과, 문제상황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관찰 및 경험을 촉진하라

4 2 3 2 3 4 3.00 0.89 0.67

3) 개별 교수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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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 검토

하기

ü 왜 필요로하고 원하는지, 왜 해

당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학습자

의 생각을 수집하라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의 한

계점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라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를 정

리하기 위하여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라

3 3 3 3 4 4 3.33 0.52 1.00

� 아는 것 공유하기

ü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에 대

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도록 하라

3 3 3 3 4 4 3.33 0.52 1.00

� 문제의 성격과 컴퓨팅사고과정

과의 관련성 확인하기

ü 메이킹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

을 체험하기 위하여 문제의 성

격이 피지컬컴퓨팅 도구와 컴

퓨팅 사고과정(문제구조화-자

료분석 및 조직-모델링, 시뮬레

이션을 통한 추상화-알고리즘

디자인 설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라

3 4 3 3 4 4 3.50 0.55 1.00

� 학습자의 출발점 확인하기

ü 제작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새

로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 특성, 관심,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출발점을 확인하라

1 2 3 2 4 2 2.33 1.03 0.33

� 학교를 벗어나는 실제적인 가치

를 촉진하기

ü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메이킹 활동을 촉진하고 제작을

위한 실제적 목적을 확보하라

ü 학습자의 메이킹을 위한 노력을

학교 밖의 보다 넓은 가치와 분

명하게 연결하라

2 4 3 2 4 4 3.17 0.98 0.67

� 메이킹 활동을 위한 주제 다듬

기

ü 최적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수렴적 사고 기법(HIT,

Evaluation Matrix, PMI 등), 확

산적 사고 기법(Brainstorming

4 3 3 3 4 2 3.17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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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

을 촉진하고, 실현가능성을 확인

하도록 하라

ü 선정한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

인 형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제목, 문장으로 요약, 아이디어

적용, 사용자 및 요구사항으로

적어보도록 하라

� 설계 목적을 분명히 하기

ü 설계 목적은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간에 설정하라

ü 설계 목적은 “내가 왜 이것을

만들지?” 와 “누가 이것을 경험

하게 되지?”와 같은 인간 중심

설계의 문제들에 의하여 안내하

라

4 3 3 2 4 4 3.33 0.82 0.83

� 설계 과제를 구조화하기

ü 설계 과제는 반복적인 산출물

개발과 수정 혹은 재개발을 통

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특정한

방향으로 확장하라

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

한 설계 안내를 제공하고 점차

줄여가라

ü 설계 상 제한점을 제공하여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메이킹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정하라

1 3 3 2 4 2 2.50 1.05 0.50

� 문제해결 계획 수립을 위한 단

계별 학습활동 제시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문제구조화-

자료분석 및 조직-모델링, 시뮬

레이션을 통한 추상화-알고리즘

디자인 설계 절차에 따른 단계

별 학습활동을 제시하라

1 4 3 3 4 4 3.17 1.17 0.83

� 재료, 도구 및 안내 제공하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제공하

고 성격을 나타낸 자료를 제시

하라

ü 재료 및 도구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원 안내

하라(유튜브 등)

2 3 3 3 4 4 3.17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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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재료, 도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ü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선

택하는 주제, 재료, 도구의 측면

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라

2 3 3 3 4 4 3.17 0.75 0.83

� 재료 및 도구를 다루는 탐색

(Tinkering) 활동 제공하기

ü 재료 및 도구를 탐색해볼 수 있

는 간단한 예제를 제시하라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

라

2 3 3 3 4 4 3.17 0.75 0.83

� 재료 및 도구 시범보이기

ü 피지컬컴퓨팅도구 활용을 중심

으로 재료 및 도구의 활용 및

작동원리를 학습자에게 시범을

보여라

2 3 3 3 4 4 3.17 0.75 0.83

� 메이킹 활동 시범보이기

ü 피지컬컴퓨팅도구 활용을 중심

으로 재료 및 도구의 활용 및

작동원리를 학습자에게 시범을

보여라

1 2 3 4 4 4 3.00 1.26 0.67

�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패하기,

수정의 순환과정을 강조하기

ü 스토리보드, 도표, 모형제작 등

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라

ü 설계 해결안에 있어서 오류가

실제 활용 측면에서 분명해지면

이후 산출물 개발을 실패에 대

한 분석과 이해를 안내하라

ü 채택할 수 있는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

패,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하

라

2 3 3 2 4 4 3.00 0.89 0.67

�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

인 학습 안내를 제공하기

ü 학습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하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성찰,

적시의 코칭 및 직접 지원을 위

한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줄여

나가라

ü 제작하기 활동에 대한 절차가

2 3 3 3 4 4 3.17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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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있는 스크립트 제공하라

ü 제작물 아웃풋 이미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라

ü 메이킹 활동 과정 중 학습자에

게 피드백 제공 및 관련 학습자

원 안내하라

ü 메이킹 활동 과정에서 제한점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제작과정

을 촉진하고 산출물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라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메이커 정

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원하라

ü 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산

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4 2 3 3 4 4 3.33 0.82 0.83

� 수정 및 디버깅의 순환과정을

강조하기

ü 설계 해결안에 있어서 오류가

실제 활용 측면에서 분명해지면

이후 산출물 개발을 실패에 대

한 분석과 이해를 안내하라

ü 채택할 수 있는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

패,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하

라

ü 프로그래밍 명령어가 제대로 구

성되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

고 수정을 유도하라

1 4 3 3 4 4 3.17 1.17 0.83

� 의미 있는 탐구 질문을 도출하

기 위하여 학습자를 지원하라

ü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 목적을

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탐구 질문을 활용하

라

ü 교수자는 의미 있는 탐구 질문

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학습

자들에 대하여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점차 줄여나가라

1 3 3 2 4 4 2.83 1.17 0.67

�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하기

ü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4 3 3 3 4 2 3.17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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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과

정 기록하기

ü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북, 비디

오, 팟캐스트, 디자인포트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공하라

ü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라

2 4 3 3 3 4 3.17 0.75 0.83

�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

주고받기

ü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도전하는 태도를 촉

진하라

ü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

록 동료학습자의 특성 파악 시

간을 제공하라

1 3 3 3 4 4 3.00 1.10 0.83

� 동료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준 제시하기

ü 동료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참여정도, 학습한 내용

지식, 수행 루브릭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1 3 3 3 4 4 3.00 1.10 0.83

� 산출물에 대한 개선점 적어보게

하기

ü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 알고리즘 설계 수정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하라

1 4 3 3 4 2 2.83 1.17 0.67

� 학습자의 성찰 지원하기

ü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라

ü 학습자의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라

ü 학습자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제공하라

ü 자기평가, 동료평가 설문지를 제

공하라

2 3 3 3 4 4 3.17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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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G H

타

당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

당하다.

4 3 4 4 4 3 4 3.71 0.47 1

1

설

명

력

본 수업 모형은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하는 메이커 수업에

필요한 요소를 잘 설

명하고 있다.

4 4 4 4 4 4 4 4.00 0 1

적

절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4 4 4 4 4 4 4 4.00 0 1

보

편

성

본 수업 모형은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

용하는 메이커 수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4 4 4 3 4 4 4 3.86 0.38 1

이

해

도

본 수업 모형은 피지

컬컴퓨팅도구를 활용

하는 메이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

고 있다

3 3 4 4 4 3 4 3.57 0.53 1

영역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A B C D E G H

공감하기

(Empathize)

� 주변 관찰 및 면담하기

ü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을

면담, 관찰하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사람들

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4 4 4 3 4 3 4 3.71 0.49 1 1

[부록 7] 수업 모형,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 2차 수업 모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2) 2차 수업 모형 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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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

람들의 요구사항을 정

리한다.

� 실생활 문제 발견하기

ü 면담 및 관찰결과, 사

람들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해결해야 할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

제를 발견한다.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 메이킹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기

ü 앞에서 발견한 실생활

문제 중에서 메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고 선

별한다.

�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세우기

ü 문제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

이 들어가면 좋을지 계

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4 4 4 4 4 4 4 4.00 0.00 1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g)

� 재료 및 도구와 친해지

기

ü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

료와 도구의 성격을 파

악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다

루기

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간

단한 실습활동을 통해

파악한다.

4 4 4 4 4 4 4 4.00 0.00 1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설계하기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 언플러그드 활동하기

ü 메이킹 문제 해결계획

수정, 보완하기 : 문제상

황, 원인, 최종 산출물

이미지, 산출물 포함 기

능과 더불어 어떤 재료

를 사용할지를 정하여

계획서를 구체화 한다.

ü 알고리즘 짜기 : 문제

해결 계획서에 적은 기

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알고리즘

4 4 4 3 4 3 4 3.71 0.49 1



- 241 -

을 짜면 좋을지 상자, 화

살표 형태로 그려본다.

� EPL 코딩활동하기

ü 알고리즘 코딩하기 :

앞에서 작성한 알고리

즘대로 EPL을 활용하

여 코딩한다.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Making

computational

artifact)

� 피지컬 컴퓨팅 프로토타

입 제작하기

ü 피지컬 컴퓨팅 활동하기

: EPL을 활용하여 코딩

한 내용을 피지컬 컴퓨

팅 도구에 적용하고 작

동여부를 확인한다.

ü 외형 제작하기 : 피지

컬 컴퓨팅 도구 이외에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사용성 평가및 개선점찾기

ü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

출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 매력

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성 평가를 하고 산

출물의 구조, 외형, 알고

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는다.

3 4 4 3 4 3 4 3.57 0.53 1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ng

&
Modif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출물이 제대로 기능하

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

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

을 수정, 개선한다.

4 4 4 4 4 4 4 4.00 0.00 1

종합하기

(Wrap-up)

�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

과정 발표하기 : 자신이

제작한 산출물의 제작과

정, 어려움과 느낀점, 결

과를 발표한다.

� 메이커 페어 열기 : 제

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한다.

4 4 4 3 4 3 4 3.71 0.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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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전체

과정

공유

하기

� 제작과정 및 산출물 기

록하기 : 실험보고서, 비

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

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멘트, 피드백 제공하

기 : 제작한 산출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교수자, 동료학

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

는다.

4 4 4 4 4 2 3 3.57 0.79 0.86

성찰

하기

(Ref

lecti

on)

� 성찰일지 작성하기 : 구

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

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을 한다.

4 4 4 4 4 3 4 3.86 0.38 1

영역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A B C D E G H

공감하기

(Empathiz

e)

학

교

안/

밖

� 학습자가 메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이커 정신

(mindset)을 자극하는

자료와 학습안내를 제공

하라

4 4 4 3 4 4 4 3.86 0.45 1

1

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자체의 즐거움, 호

기심,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 마음, 협력적 태도, 끈기

있는 태도 등을 길러주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한 생활 주

변의 인물, 사례를 제시한

다.

학

교

안

� 학습자의 관찰 및 동료

학습자 면담내용을 바탕

으로 유사한 관심주제

별 메이커 팀을 구성하

라

4 3 4 3 4 4 3 3.57 0.49 1

<표 Ⅳ-16> 수정된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3) 개별 교수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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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및

해

설

주변상황을 관찰하고 동료

학습자의 면담내용 결과

유사한 관심 주제별로 3, 4

명씩 메이커 팀을 구성한

다.

학

교

안

�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

결과, 사람들의 요구사

항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수렴

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4 4 4 3 3 4 2 3.43 0.49 0.86

예

시

및

해

설

요
소

단
계

사고과정

확
산
적
사
고
기
법

브
레
인
스
토
밍
(Br
ain
Stor
min
g)

주어진 문제에 대

해 해결방안을 생

각할 때 판단보류

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독창성의 원

리, 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머릿속

에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기법

시
넥
틱
스
(Sy
nect
ics)

창의성 신장을 위

해 지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소, 합리

적 요소보다 비합

리적 요소를 중요

하게 생각하고 유

추, 비유를 활용하

여 낯선 대상과

친숙한 대상을 연

결시키는 기법

형
태
학
적
분
석
(Mo
rph
olog
ical
Ana
lysi
s)

행렬표를 활용하

여 다루는 주제의

차원(요소)를 기

준으로 범주를 나

눈 뒤, 각 차원에

속하는 속성들을

조합하여 아이디

어를 생성하는 기

법

학습자의 면담 및 관찰결과,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

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렴적, 확산적 사고기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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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단
계 사고과정

수
렴
적
기
법

PMI
(Plu
s,

Min
us,
Inte
resti
ng)

발산적 기법을 통
해 떠올린 아이디
어, 대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
면을 각각 기록한
다음 각가에 대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
행하는 기법

스

캠

퍼

(SC

AM

PE

R)

특정 대상 및 문
제에서 출발하여
변형시키는 것으
로 대치
(substitute), 결합
(combine), 적용
(adapt), 수정
(modify), 용도 전
환(put to other
uses), 삭제
(elimination), 재
배치(rearrange)
등의 질문을 활용
하여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기법

HIT

발산적 기법을 통
해 떠올린 아이디
어, 해결방안에 대
해서 최적의 아이
디어를 선정할 때
기준에 따라 순위
를 매기는 기법

메이킹

문제

정의하기

(Defining

the

problem)

학

교

안

� 학습자가 주변의 실생활

관련 문제를 찾을 때 자

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

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라

4 3 4 3 4 4 3 3.57 0.45 1

예

시

및

해

설

학교 안 문제 상황, 학급

내 문제상황, 자기와 관련

된 사소한 문제 등의 의견

이 자유롭게 개진 및 공유

될 수 있도록 구글 문서,

구글 폼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학

교

안

� 학습자 주변에서 발견한

실생활 관련 문제가 메

이킹 활동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

단할 수 있는 탐구질문

을 제시하라

4 4 4 3 4 4 3 3.71 0.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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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및

해

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적용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

제인지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탐구질문

3가지를 제시한다.

1.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2. 여러분이 관찰한 상황 때

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

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

나요?

3.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

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

나요?

학

교

안

� 메이킹 활동을 통해 도

출될 산출물에 대한 계

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문

제 해결 계획서를 제공

하라

3 3 4 4 4 4 3 3.57 0.49 1

예

시

및

해

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

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지, 한계점은 무

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

이킹 문제햬결 계획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재료 및

도구

특성

파악

하기

(Tinkerin

g)

학

교

안/

밖

�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선

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메이킹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

양한 종류의 재료 및 도

구를 준비하라

3 4 4 3 4 4 4 3.71 0.49 1

예

시

및

해

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외

에 다양한 재료 및 도구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재료 및 도구를 준비한다.

- 피지컬 컴퓨팅 도구 키

트(센서, 전선, 배터리

등)

- 레고 블록, 색도화지, 수

수깡, 철사

- 가위, 풀, 글루건, 순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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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제, 밸크로 테이프

- 드라이버, 나사, 전동드

릴, 니퍼

-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도색스프레이

학

교

안/

밖

� 학습자가 재료 및 도구

를 직접 다루어보면서

재료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발견한 특성을

협업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라

3 3 4 4 4 4 4 3.71 0.49 1

예

시

및

해

설

다양한 재료 및 도구를 바

구니 별로 구비해놓고 학

습자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파악한

특성을 구글 문서 등의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팀별

로 정리한다.

- 레고 블록 : 구멍에 블록

들을 끼워서 조립하는

형태로 다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밸크로 테이프 : 암테이

프(부슬부슬 함), 수테이

프(뾰족뾰족 함)으로 나

누어져 있고 양쪽을 붙

였을 때 잘 붙음

학

교

안/

밖

�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하라

3 3 4 4 4 4 4 3.71 0.49 1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산출물, 재료 및 도

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 Makecode(https://makec

ode.microbit.org/)

- Makerschool(http://make

rschool.kr/)

- MakerED(http://www.m

akered.or.kr/)

- Youtube, google 검색

- 메이커 산출물 사진, 그

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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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안

�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간단한 예제활동과

시범보이기를 제공하라

3 4 4 3 4 4 4 3.71 0.39 1예

시

및

해

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지

니고 있는 센서들의 작동

원리, 컴퓨터와의 연결,

EPL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

록 간단한 예제를 학습자

와 같이 풀어보고 교수자

가 시범을 보여준다.

알고리즘

과

프로그래

밍

설계하기

(Designi

ng

algorith

ms and

programmi

ng)

학
교
안/
밖

� 학습자가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를 반복적으
로 수정, 보완하고 최종
산출물의 이미지를 구체
화해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라

4 4 4 4 4 4 4 4.00 0.00 1
예
시
및
해
설

문제 상황, 원인,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기능이 들어
가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메이킹 산출물이
왜 필요한지, 한계점은 무
엇인지 항목이 들어간 메이
킹 문제햬결 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이미지를 구체화해
서 그림과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학

교

안

� 학습자가 메이킹을 통해
도출될 산출물의 기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순
서도의 형태로 알고리즘
을 표현하도록 하라

4 4 4 4 4 4 4 4.00 0.58 1

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문제 해결 계획서
에 적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순서대로 알
고리즘을 짜면 좋을지 적
는다.
1. 산출물에 구현할 기능을
문장형태로 적는다.
2. 작성한 문장을 절차에
따라 잘게 나눈다.
3. 잘게 나눈 문장을 순서
도(상자,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한다.
4. 메이커 팀별로 토의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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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안

� 작성한 알고리즘대로

EPL을 활용하여 코딩하

고 결과값을 피지컬 컴

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

레이션하여 반복적 디버

깅 과정을 거쳐라

2 4 4 4 4 4 4 3.71 0.65 0.86

예

시

및

해

설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

고리즘을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

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

레이션하고 반복적으로 디

버깅 과정을 거치도록 한

다.

- 디버깅 : 오류가 발생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어디인

가? 왜 오류가 발생하였는

가?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Making

computatio

nal

artifact)

학
교
안/
밖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제
작할 때 EPL을 활용하
여 코딩한 결과값을 피
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
해 시뮬레이션하면서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
는지 탐색하라

3 4 4 3 4 4 4 3.71 0.49 1

예
시
및
해
설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 알
고리즘을 EPL을 활용하여
코딩활동을 수행한 뒤 제
대로 작동하는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통해 시뮬
레이션하고 현재 작성한
알고리즘 보다 더 효과적
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명
령어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한다.

학

교

안/

밖

�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제

작할 때 문제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

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

고 해당 기능 구현에 맞

는 재료, 도구를 활용하

여 반복적으로 외형을

제작하라

3 4 4 3 4 4 3 3.57 0.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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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및

해

설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기

능을 돕고 문제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초점에 두고 다

른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 교실 안 온도계 :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학급

게시판에 부착하면 좋겠

음. 따라서 피지컬 컴퓨

팅 도구 주변에 부직포

를 붙이고 순간접착제와

핀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부착하면 되겠음. 어두운

상자 안에 넣어서 온도

가 잘 보여지도록 하면

좋겠음.

학

교

안

�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

했을 때 효과성, 효율

성, 매력성, 용이성의

측면에서 어떤지 사용

성 평가를 하고 산출물

의 구조, 외형, 알고리

즘 설계를 중심으로 개

선점을 파악하라

3 3 4 3 4 4 2 3.29 0.67 0.86

예

시

및

해

설

동료학습자간 제작한 산출

물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준을 제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

알고리즘>

- 효과성 : 제작한 산출물

이 설정한 문제 상황을 해

결하였는가?(5점척도)

- 효율성 : 설정한 문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

출물의 구조,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가?

(5점척도)

- 매력성 : 만들어진 산출

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가?(5점척도)

- 용이성 : 제작한 산출물

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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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의 구조 및 외형에

서 고쳐야할 점

- 알고리즘 설계시 고쳐야

할 점

학

교

안/

밖

�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

커 정신(즐거움, 실패

에 대한 긍정적인 마

음, 협력적 마음, 성장

을 지향하는 태도 등)

를 기를 수 있도록 산

출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라 3 4 4 2 4 4 3 3.43 0.65 0.86

예

시

및

해

설

메이킹 과정에서 메이커 정

신(즐거움, 실패에 대한 긍

정적인 마음, 협력적 마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 등)

를 기를 수 있도록 산출물

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

로 강조한다.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Debuggi

ng &

Modifyin

g the

computatio

nal

artifact)

학

교

안/

밖

� 사용성 평가 결과와 도

출한 개선점을 바탕으

로 최적의 산출물이 나

올 때 까지 반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수정하

여 산출물을 완성하라

4 4 4 3 4 4 3 3.71 0.62 1

예

시

및

해

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프

로토타입 만들기, 수정의

순환 과정을 지속한다.

- 알고리즘 수정, 개선하기

: 프로그래밍 명령어대로 산

출물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 뒤 EPL을 활용하여

수정, 개선한다.

- 컴퓨팅 산출물 외형 수정,

개선하기 : 사용성 평가와

도출한 개선점을 참고하여

산출물의 외형을 수정, 개선

한다.

종합하기

(Wrap-u

p)

학

교

안

� 학습자들이 제작한 컴퓨

팅 산출물, 메이킹 과정

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

하라

4 4 4 2 4 4 4 3.71 0.58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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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및

해

설

컴퓨팅 산출물 및 제작과정

발표하기를 통해 자신이 제

작한 산출물의 제작과정, 어

려움과 느낀점, 결과를 발표

하고 메이커 페어 열어서 제

작한 산출물을 공유하고 나

누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나눔과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모

형

전

체

과

정

공

유

하

기

학

교

밖

� 학습자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

법을 제공하라

4 4 4 4 4 4 2 3.71 0.29 0.86
예

시

및

해

설

- 실험보고서, 발명가 노트

북, 비디오, 팟캐스트, 디자

인포트폴리오 등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는 수

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

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슬랙, 클래

스팅 등) 활용하여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학습자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성

찰

하

기

(Re

flec

tio

n)

학

교

안/

밖

�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

찰일지를 제공하여 메이

킹 과정 전반에 걸쳐 성

찰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4 3 4 4 4 4 3 3.71 0.41 1예

시

및

해

설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성찰일

지를 제공하여 메이킹 과정

전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구조화된 성찰일지 : 메이

킹 과정과 제작한 컴퓨팅

산출물에 대한 요약, 메이

킹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되

거나 배운 점, 팀원들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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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ker education aims to learn through learner-centered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ivism because the learners use various digital

fabrication tools to make meaningful artifacts and construct knowledge

and skill by themselves.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meaningful

process of making artifacts through using tools, technologies, and

materials which the learners choose by themselves. Also they set their

own goals which they want to achieve. These enable the learners to

engage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can connect with the authentic problem solving experience in the

real life, which can be possible to cultivate high-order thinking ability

such a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eativity. In the context of

elementary school, there is an attempt to apply the sigle-board computer,

which is a digital fabrication tool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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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ite, as a method for effective maker education.

However, major studies of mak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

on the ways to improve learner's ability using tools and how to build

and utilize maker space within the school. In particular, most cases of

using single-board computer in education are limited to the forms of

general coding education which centered on teacher-driven learning goals

and activities. Also they usually only focused on how to use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and single-board computer which makes the

lessons to bee one-ff.

One of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is the lack of prescription about

how to integrate the single-board computer in the maker education to be

a learner-centered characteristic. There is a lack of detailed and

elaborated instructional models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can

facilitate and support learners’ activities. Although some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effective maker instructional models, they have

limitations that do not fully reflect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o be

considered. This suggests that the maker education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context of school education but it is not fully performed in re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ructional models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in the elementary

school context. In addition, confirming the respons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to the developed instructional model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instructional model of maker education using single-board computer?

Second, what is the maker education teaching strategy using

single-board computer? Third, what is the response of teachers and

students to the developed maker instructional model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of maker education using single-board computer?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Firs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

explored the framework of computational thinking and maker education,

the utilization of single-board computer, and the model of maker

education that can be used in elementary school context. After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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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up a instructional model and a teaching strategy that reflects the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using single-board computer

for maker education. They also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

teacher, and educational environment when conducting elementary school

maker education. Next, the instructional model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revised after five experts of educational technology and thre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formed expert validation. This was applied

to the sixth grade of 'A'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the responses

and opinions of one instructor and twenty eight learners were confirmed.

The learners were involved in a group of three or four people based on

their topic of interest. They searched the problem situations in the school

and devised solutions to them, and made making artifacts using

‘microbits’ and solved real-life problems. During the course, the

instructor continuously provided guidance including specific and detailed

scaffolding according to the instructional model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facilitate the making activities. After analyzing the

colle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the results were used to

develop the final instructional model and a instructional strategies using

single-board computer for maker educatio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odel and the strategies applied to the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and maker mindse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nal instructional model includes 10

stages as follows. 1) Empathize, 2) Defining the problem, 3) Tinkering, 4)

Making for assembly 5) Designing algorithms and programming with remix

6) Making for creative construction, 7) Debugging&Modifying the

computational artifact, 8) Sharing, 9) Reflection, 10) Wrap-up. The model

includes three phases which are before making process, during making

process, after making process. Especially, teacher can choose the stage

‘defining the problem’ if a new making artifact is need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aking process once, and if not teacher can choose

‘wrap-up’ stage to finish the maker education. So the model has both the

characteristic of circularity and linearity.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consist of six general design strateg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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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1) Provide a learning experience which solves the practical

problems around learners through making activities 2) Select and use

various methods and technologies to effectively solve problem through

making activities 3)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tools 4)

Restructure the content and difficulty of the making activities based on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level, 5) Encourage the making process

despite the learner encountering difficulties and failure 6) Support the

sharing of output and processes created through making activities. And

twenty three detailed guidelines developed to support sharing of output

and processes created through making activities. The developed

instructional strategies provide a variety of methods and technologies to

provide a restructured learning experience. And to achieve problem

solving effectively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learners so that the learner can resolve the authentic problems in the

making activities by teachers’ scaffolding and support.

Strengths of this model and strategies which teacher suggested are as

follows: Making activities dealing with real-life problems induce the

inter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throughly. Also providing structured

problem solving plan which includes how to make the making artifact

and learning activities using remixing, making for assembly are helpful

for teacher and students. On the other hand, some stage of the model

needs to be rearranged, and cause some difficulty in using instructional

model and strateg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and skills of

teacher’s.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rearrange the stage

of the instructional model in order to facilitate the making activities. And

the learning activity time should be secured enough to learn basic

functions of the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in the making

activities using single-board computer.

The strengths suggested by the students are as follows: Collaborative

modification of artifacts is continuously done through repetitive reflection,

sharing and feedback. Also students thought that making by assembly

activ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ker fair were advantageous. The

weakness is that more learning time should be needed for coding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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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requires some time to master. To improve the model and strategy,

providing sufficient learning resources when making artifacts, providing

various materials and tools, and securing sufficient time for classes

should be needed.

As a result of pre-post test on computational thinking and maker

mindset using the developed instructional model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the computational thinking skill increased from 60.02 to 71.93

on the scale of 100 points (t = 7.349, df = 27, p < .000). Also maker

mindset increased from the average of 3.77 to 4.12 (t = 5.967, df = 27, p

<.000). It is confirmed that this model and strategies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er's computational thinking skill and maker minds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instructional model which

can provide more optimized classroom management through

comprehensive approach and explore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can be useful in the field of school education considering the elementary

school context.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applying the model and

strategies empirically.

keywords : Maker education, Single-board computer(SBC),

Instructional model, Computational thinking, Maker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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