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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메이커 교육은 세계 전역의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창작물을

공유하면서 생겨난 메이커 운동에 뿌리를 둔다. 메이커 문화의 지

식과 정보는 메이커들 간의 공유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메이커

들은 서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구성해나간다. 메이커 수업에서도 학습자는 공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결과물을 발전시킨다. 이러

한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그 교

육적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메이커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나눔과 공유의 정신을 실천하고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메이커 수업이나 메이커 교육 공동체 내·외부의 유용한

정보나 의견이 충분히 확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메이커

교육에서는 주로 교실 내에서 발표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학급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물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공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메이커 활

동을 진행한 학습자들은 메이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결과물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기를 원했으며, 교사 또한 공개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정부는 2015년 7월경 국내 메이커 운동이 ‘메이커 커뮤니티의

공유·협업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지적하

면서 메이커 제작 노하우, 매뉴얼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정보통

신기술 도구는 공유 활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시간적 거리, 물

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 등의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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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메이커 스페이스나 교실에 모여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 검색 및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교실 안·팎과 온·오프

라인을 잇는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메이커 교

육은 비구조화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서 떠오르

는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공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메이킹 과정 중에 생산되는

유익한 정보와 의견을 보다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의 설계 및 개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셋

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 Type 1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선행문헌 분석, 요구분석, 사례분석

을 통해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토

타입을 구현하였다. 이후 초기 사용성 평가를 통해 교수자 4인과

학습자 5인의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후 최종 사용성 평가에서 학습자 5

인에게 과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과제 성

공률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적 사용성 및 교육적 사용성에

대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안내된 공유 활동의 원리’,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

리’, ‘상호 피드백 교환의 원리’, ‘놀이성의 원리’, ‘활동 기록의 원

리’, ‘공유 활동 데이터 확인의 원리’,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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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총 7개의 설계원리와 14개의 상세 설계지침을 확인하였으

며, 총 13개의 개발 지침을 적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

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 사용 의

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

어 있고, 소통과 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의 구체적인 설계 및 개발 과정과 설계 기준을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메이킹 과정 중에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메이커 교육, 공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개발연구

학 번 : 2019-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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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능정보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출현은 교육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맥락에 도입되면서 개별화

수업,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 활용(김현진

외, 2020) 등이 용이해졌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

늘날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에 갖춰야 하는 핵심 역

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임철일, 2019).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대로 미래 교육의 목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것이다. 최근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제작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창의·융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

서 메이커 교육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임윤진 외, 2020; 차현진, 박태

정, 2018).

메이커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샛별, 2020; 이봉규, 김현진, 2019).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한상상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부에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 기반의 메이커 문화 확산과 창업

생태계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임윤진 외, 2020). 각

시·도교육청별 메이커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20

AI교육연계 메이커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했으며,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

스 거점센터 및 모델학교 운영 현황’ 및 ‘2020 미디어 크리에이터 메이커

교실 운영교 명단’을 발표하여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

였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은 ‘2020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온라인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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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실시하였다.

메이커 교육은 세계 전역의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창작물을 공유하

면서 생겨난 메이커 운동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에 뿌리를 둔다. 초기 메

이커들은 ‘혼자 스스로 하기, DIY(Do It Yourself)’에 집중했으나, 메이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함께 하기, DIT(Do It Together)’의 모토가 생겨났

다(이지선, 2018).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오픈소스 운동, 3D 프린터

와 같은 새로운 창작 도구의 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작하고

공유하게 되었다(Anderson, 2012; Dougherty, 2012). 메이킹 과정과 산출

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Halverson & Sheridan, 2014) 공동체 문화

에 힘입어 개인 제조 활동에서부터 시작된 메이커 운동이 산업계에 걸쳐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메이커 운동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는 공유와 협업에

있다(성진규, 2019). 공동체 안의 메이커는 동료의 인정(peer cognition)

이라는 요소로부터 자극을 받아 자신의 창작물을 과시하거나 정보를 공

유하면서 이타적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지선, 2018).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구안해내는 사람, 특정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

어난 사람, 메이킹 도구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 등의 다양한 능력을 가

진 메이커들이 서로 협업하게 된다(박찬규, 2017). 이러한 사회적 참여와

공통의 과제 해결을 통해 메이커들은 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Lave & Wenger, 1991; Vygotsky, 1980). 더불어, 타인과의 경험 공유

를 통해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며, 사회적 기술을 더 잘 습

득하게 된다(조규락, 조영환, 2019). 또한, 공유 활동은 공동체 전체의 공

유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며, 방대한 공유 풀(pool)이 형성될 경우 탐

색 비용의 감소로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인다(김동욱, 윤건,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메이커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

변인을 교수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동국(2019)은 국내 메이커 교

육 관련 문헌 19편을 선정하여 메이커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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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인을 유목화하고 각각의 변인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수설계 변인의 하위 범주로 ‘공유를 위한 기록 유무’와 ‘공유를 위한

형태’에 따른 효과 크기를 조사한 결과, 교수설계에 공유를 위한 기록을

반영한 경우와 메이킹 과정에 대한 교실 내 발표 및 온라인 공유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큰 효과 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이커 교육

에서 학습 과정과 성찰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오프라인 발표와 온라인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여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협업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

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메이커 활동 중에 학습자는 노하우나 제작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면

서 결과물을 발전시키고(강인애, 최성경, 2017; 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개인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Hsu, Baldwin, & Ching, 2017)하는 경

험을 한다. 또한, 메이커 교육에서는 일상 속의 불편함, 사회적 이슈 등

을 해결하기 위해 메이커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이킹 과정과

결과물을 지역 사회 전체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

다(Quinn & Bell, 2013; Sheridan et al., 2014). 이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Hendriks, 1999). 이처럼 메이커 교육

에서 공유 활동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공유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다차원

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강명희, 윤성혜, 2015).

공유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원 도구의 부재(강명희, 윤성혜, 2015),

신뢰의 부족(강명희, 윤성혜, 2015), 실수에 대한 두려움(고학능, 마대성,

2019), 부정적인 평가(Kuznetsov & Paulos, 2010), 시간의 부족

(Kuznetsov & Paulos, 2010)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공유가 어려울 수 있

다고 밝혔다.

실제로 메이커 커뮤니티 내·외부의 유용한 정보나 의견, 메이킹 방법,

산출물 등이 다양한 메이커들에게 공유 및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메이커 스페이스나 메이커 장비 등 메이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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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권유진 외, 2019). 또한,

메이커 교육에서 진행되는 공유 활동은 교실 내 발표나 학교 차원에서

개최한 전시회 등의 형태가 대부분이다(전유현, 송의성, 2019). 메이커 활

동을 진행한 학습자들은 메이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결과물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기를 원했으며, 교사 또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에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성진규, 2019).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강

화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교사들은 메이킹 단계 중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 교사들과의 공유 기

회를 늘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자 하였다(박태정, 차현진, 2019).

정부는 2015년 7월경 국내 메이커 운동이 ‘메이커 커뮤니티의 공유·협

업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지적한 바 있다(연

합뉴스, 2015). 이에 메이커 제작 노하우, 매뉴얼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메이커 교육에서 공

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메이커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오수진, 백윤철, 권지은, 2019; 전유현, 송의

성, 2019; 함진호, 이승윤, 김형준, 2015; 홍혜영, 남정민, 2019). 메이커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온라인 매체가 제공하는 가능성에 더욱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Chu et al., 2017). 이를 통해 다수의 메이커들에게

메이커 활동 과정과 산출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도구는 지식 공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시간적 거리, 물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 등의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Hendriks, 1999). 부득이하게 메이커 스페이스나 교실

에 모여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온라

인 플랫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비대

면 혹은 블렌디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매개하는 도구의 시의적절한 활용은 더욱 중요해졌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 검색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교실 안·팎과 온·오프라인을 잇는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메이커 교육은 비구조화된 실생활의 문제



- 5 -

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앱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신의 메이

킹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다른 학습자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한 모바일 앱은 어떠한 설계 기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어

떠한 기능을 지녀야 하는지 탐색하고 확인한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최종

앱을 개발한다. 학습자들은 문제를 의식하고, 아이디어를 실체화한 뒤,

제작과 수정 작업을 반복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이커 교육의 온라인 생태계 조성과 국내

메이커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하고, 메이커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의 선

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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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개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셋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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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본 연구에서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은 디지털 도구와 전통적

인 제작 도구 및 재료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유

의미한 산출물을 만들고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메

이커 교육은 사회·문화적 현상인 메이커 운동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맥락에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John Dewey의 경험학습 이론,

Seymour Papert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 등의 학습 이론에 기반한

메이커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주변의 문제와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 지식을 융합하여 산출물을 만드

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동료 학습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에 기여한다.

나. 공유(Sharing)

공유(Sharing)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지는 일

혹은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즉, 공유는

복수의 정보 주체가 일정 정보를 공동으로 보유한 상태 혹은 보유하는

활동으로(Hendriks, 1999), 정보 공유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보 공급 및

수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김동욱, 윤건, 2010). 공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에 대한 의도를 갖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며,

자신의 능력과 동료 학습자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함께 목표 달성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강명희, 윤성혜, 2015). 공유는

개인의 지식을 조직 차원으로 전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므로

조직에 경쟁력을 높이며(Yi, 2009), 학습자가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지식

을 구성하도록 돕는다(조규락, 조영환, 2019). 본 연구에서 공유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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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메이커 활동 중에 지식, 정보,

경험, 기술 등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정의한다.

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Educational Application)

교육용 어플리케이션(Educational Application)은 학습을 지원하기 위

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기술을 고려하여 교육용 어

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다. 교육용 앱의 유형은 크게 ‘개인교수형’,

‘반복연습형’, ‘시뮬레이션형’, ‘게임형’, ‘문제해결형’, ‘자료제시형’, ‘평가

형’, ‘도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수정, 임걸, 고유정, 심현애, 김경연,

2010).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용 앱은 학습 내용을 직접적으

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학습 효과를 촉진하는 도구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기본적으로 ‘도구형’ 교육용 앱에 해당하며, 게임형과 문제해결형 등의

요소를 통합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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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메이커 교육에서의 공유

가. 메이커 교육의 기반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육체적 노동 및 인지적 노동을 대신하

면서(최인수 외, 2018) 현대인들의 인지 잉여(Cognitive Surplus)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지 잉여는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하나의 집합체로 모

은 것을 의미한다(Shirky, 2010).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투자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함께 유익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

고 있는데(이지선, 2018), 그 중 하나가 메이커 활동이다. 디지털 기술로

연결된 메이커들은 인지 잉여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생산물을

공동으로 만들어 낸다. 메이커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면

서 메이커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메이커들의 활동이

군집하면서 만들어진 사회·문화 현상을 메이커 운동이라 한다(강인애,

김홍순, 2017).

메이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자신이 좀 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

꺼이 공유하거나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강인애, 최성경,

2017). 단순히 제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메이커 정신(Maker

mindset)을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성진규, 2019).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들

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Sheridan & Konopasky, 2016).

MAKE 잡지 창립자 Dale Dougherty와 Techshop의 CEO Mark

Hatch, 그리고 Wired 잡지 편집장인 Chris Anderson은 공통적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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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을 통한 만들기의 민주적인 본질을 강조한다

(Halverson & Sheridan, 2014). 메이커 운동 선언(Maker Movement

Manifesto) 중 특히 ‘공유하라’, ‘주라’, ‘참여하라’, ‘지원하라’ 는 이러한

메이커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Hatch, 2013). 메이커들 간 자발적인 공유

와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메이커 운동을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메이커 운동과 메이커 문화의 많은 요소들은 메이커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Cohen et al., 2017). 메이커들은 메이커 활동을 수행하면서 문제 해

결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며(Halverson & Sheridan, 2014;

Martin, 2015; Peppler & Bender, 2013),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다른 사람

과 공유하는 경험을 하고(Anderson, 2012; Brahms, 2014; Sheridan et

al., 2014), 실패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Brahms, 2014; Sheridan et al., 2014), 자율적인 메이킹 활동을 수행하

게 된다(Dougherty, 2012; Peppler & Bender, 2013). 메이커 활동의 교육

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자인 메이

커들에 의해 비형식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던 메이커 활동은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이라는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Halverson &

Sheridan, 2014; Wardrip & Brahms, 2016).

현재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은 오래전부터

Rousseau, Pestalozzi, Froebel, Dewey, Papert 등 몇몇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왔다. Rousseau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이론을 주창한 선

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보았고, 아이들이 지

니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rtinez &

Stager, 2013). 루소의 영향을 받아 Pestalozzi는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배워야 하며 책이나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결과는 심장, 머

리, 손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 이후 Rousseau와 Pestalozzi의 영향을

받은 Froebel은 최초의 공식적인 유치원을 설계할 때 학습자 중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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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적용하였다. 그의 교육시스템에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자연 세계

로부터의 학습에 관한 사상이 반영되었다. 그의 교육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의 교구라고도 불리는 은물(gifts)과 노작(occupation)을 개발하

여 색, 형태, 기하학, 그리고 몇몇 물리학 개념에 대해 배우도록 하였고

(Zuckerman, 2006) 행함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Dewey는 경험과 성찰, 민주주의와 공동체, 학습을 위한 환경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강조하였다(Zuckerman, 2006). 그는 아

이들이 특정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찰한 것과 이전 경험을 연결

하여 문제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rtinez & Stager, 2013).

이러한 만들기를 통한 학습에 대한 기존의 교육 관련 이론 중에서도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메이커 교육에서 가장 반향되는 학습 이론이다

(Cohen et al., 2017; Halverson & Sheridan, 2014; Martinez & Stager,

2013). 메이커 교육은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토대로 스스로 지식을 체득

하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산출물을 도출한다는 점에

서 구성주의의 지식 구성 과정과 유사하다(권유진 외, 2019). Piaget의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

의(Social Constructivism)에서 더 나아가 Papert의 구성주의

(Construtcionsim)는 유형(有形)의 산출물을 제작하면서 지식이 구성된다

고 주장한다(Blikstein, 2013; Martinez & Stager, 2013; Papert & Harel,

1991). 구분을 위해 Construtcionsim은 N이 포함된 구성주의(N)으로,

Constructivism은 V가 포함된 구성주의(V)로 불리기도 한다. 구성주의

(N)에서는 지식이 최종 산물로 개인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전달되는 것

이 아니라, 각 개인이 중요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점진적으로 재

구성한다. 좀 더 실제적이고, 사회문화 속에서 맥락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 지식 등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

동에 투영하여 몰입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김

용익, 2018).

특히 구성주의(N)에서는 학습자가 실체가 있는 물건을 만들고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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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유할 때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Papert & Harel, 1991). 실체화된

형태의 지식은 다른 학습자들과 교환될 수 있으며, 결과물의 제작 과정

이나 방법 등에 관한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학습자의 인지적

구조는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만들기와 공유하기는 구성주의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et al., 2017).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학습자가 산출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과 경험

을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메이커 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김근재, 2019).

나. 공유의 개념 및 특성

공유(Sharing)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이라고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생각, 정

보, 경험 등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지닌다. 공유 활동은 구성원 전체의

지식을 확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국용, 2009).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지식공유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Hendriks(1999)의 지식공유모형은 [그림 Ⅱ-1]과 같이 지식 공유 과

정을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었다. 그에 따르면 공유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개인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데, 한 명은 지식을 보유하고 다른 한 명은

지식을 얻는다. 첫째, 지식 공유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외재화’ 행동을

가정한다. 이러한 외재화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행동, 즉 강의에서 설명

하기 혹은 글쓰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지식 공유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내재화’ 행동을 가정한다. 내

재화는 행함을 통해 배우기, 모방하기, 듣기, 책 읽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지식을 얻고자 하는 주체는 이러한 지식의 표현을 인지 혹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외재화된 지식의 내재화를 방해하는 장벽이 존

재하는데, 예를 들어 공간과 시간 같은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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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Hendriks(1999)의 지식공유모형

Hendriks가 공유의 프로세스에 관한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면, 일

부 학자들은 지식공유과정을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

어, 강명희와 권용선(2001)은 소규모 학습자 집단의 지식공유 과정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환경적 차원의 요인들을 종

합하여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지식공유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식공유과정

은 투입, 공유, 산출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투입 단계에서는 집단

공동의 목표와 수행과제를 인식하게 된다. 투입 단계에서 공유 단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합일된 이해와 공동의 지

식창출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유 단계에서는 집단의 개인

과 촉진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과

제는 과제 이해, 과제 수행, 과제 완성, 과제 정교화의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이해/설명, 갈등/논쟁, 협동/조율, 평가/모니터링, 촉진/관리 및

기타의 6가지 형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에서

는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일된 이해가 이루어져 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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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강명희와 권용선(2001)의 지식공유모델

한편, 공유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기업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식이 조직의 지적 자본이며 기업의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는 경쟁 요소이기 때문이다(Hong, Suh, & Koo, 2011). 여기서 지식은

생성하거나 나누기 쉽지 않은 반면, 정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전파

되어 도처에 산재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최미나, 유영만,

2003). 이에 학자들은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식 공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이국용(2010)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 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무-기술 적합성, 지각된 보

상, 지식 공유의 유용성이 지식 공유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즉, 지식 공유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지식경영 시스템과

업무와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지식 공유에 따른 보상을 높게 지각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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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공유가 촉진된다. 이 외에도

구성원 간 신뢰(Nelson & Cooprider, 1996), 보상 시스템(박태호 외,

2002; 김성희, 2001), 조직문화(박재린, 박재헌, 2000; 김성희, 2001), 지식

공유를 위한 태도(박기우, 2001), 정보기술(김성희, 2001) 등이 지식 공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Berger(2013)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콘텐츠를 만드는 원리를 STEPPS(Social currency, Triggers,

Emotion, Public, Practical value, Stories) 프레임워크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원리인 소셜 화폐(Social currency)의 원리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두 번

째 원리인 계기(Triggers)의 원리는 머릿속에 쉽게 혹은 자주 떠오르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로 감성(Emotion)의 원리는 마음

을 움직이는 감성적 주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리로 대중성

(Public)의 원리는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리로 실용적 가치(Practical value)의 원리는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원리로 이야기성

(Stories)의 원리는 흡입력있고 흥미있는 이야기 속에 내재된 가치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Ⅱ-1>와 같다.

<표 Ⅱ-1> STEPPS 프레임워크(Berger, 2013)

원리 설명

소셜 화폐(Social

currency)의 원리

Ÿ 독특함, 흥미, 놀라움, 신선함 등의 ‘내적 비범

성(inner remarkability)’을 지닌 정보를 찾아

과시함

Ÿ 게임에 흥미를 더하고 중독성을 유발하는 규

칙이나 피드백 등의 게임 메커닉스를 활용하

여 사용자의 성과와 능력을 확인하도록 함으

로써 공유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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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설명

Ÿ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희소성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배타

성을 활용해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공유를

활성화함

계기(Triggers)의

원리

Ÿ 계기는 신선하고 독창성이 있거나, 원하는 행

동이 발생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계기

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Ÿ 주변 환경에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자주 접

할 수 있는 것과 연결해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감성(Emotion)의

원리

Ÿ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이 각성 상태가 낮은

감정보다 공유욕구를 자극함

Ÿ 긍정적인 감정 중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으로

는 경외심, 흥분, 즐거움(유머) 등이 있으며,

각성 상태가 낮은 감정으로는 만족감 등이 있

음

Ÿ 부정적인 감정 중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은

분노, 불안 등이 있으며, 각성 상태가 낮은 감

정은 슬픔 등이 있음

Ÿ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을 공략해 공유욕구를 높일 수 있음

대중성(Public)의

원리

Ÿ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중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이디어를 접한 후

에도 계속 대중을 끌어당기는 행동적 잔여

(behavioral residue)를 창조해야 함

Ÿ 인터넷에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행동적 잔여에 해당함

Ÿ 해당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시화하여 모방심

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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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의 기업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교육 맥락의 교수학

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유와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앞서 이루어진 연

구들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식을 창출 및 공유하는 지식 경

영(Knowledge Mangament)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확장과 이

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

로 한다. 반면, 교육 맥락에서의 공유는 학습자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

해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문가 수준의 구체적

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 맥락에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행된

지식 공유에 관한 연구를 교육 맥락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류지헌, 권숙진, 2005).

지금까지 교육적 차원에서 공유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주로 학습자들 간의 ‘신뢰’와 ‘관계’를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규명하였다. 먼저, 신뢰와 관련하여 동료 학습자들과 서로 신뢰하는

원리 설명

실용적

가치(Practical

value)의 원리

Ÿ 소셜 화폐는 정보 제공자의 이미지 개선에 초

점을 뒀다면, 실용적 가치는 정보 수용자의

입장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Ÿ 실용적 가치를 공유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금

전적, 시간적 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타인을

돕는 것임

Ÿ 실용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하며,

정보나 지식을 사람들이 전달하기 쉽도록 간

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야기성(Stories)

의 원리

Ÿ 정보를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로써 이야기는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특

정 사회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

Ÿ 이때, 전달하려는 메시지 혹은 제품의 핵심

가치는 이야기의 중심부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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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임을 인식할 때, 기꺼이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며,

나아가 지식 공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명희, 윤성혜, 2015; 강명

희, 이지은, 윤성혜, 2011). 또한, 학습자들 간의 신뢰도가 높을 때 학습

몰입도가 증가하고 학습자 간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촉진하여 지식을

창출하게 되며 공유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송미영, 유영만, 전상길,

2004).

학습자들의 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관계 형성이

제시되었다. 학습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결과물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높이고 상대방의 지식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서

로를 좋은 선생님이나 멘토-멘티로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류지헌, 권숙진, 2005; 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또한, 단순히 양적으

로 많은 관계를 갖기 보다는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관

계가 더 많도록 하여 지식 공유나 학습전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현영섭, 2010).

다. 메이커의 공유 장소

메이커들은 그들의 정보나 경험, 산출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활동한다(Dougherty, 2013; Foster, Lande, & Jordan, 2014). Browder와

동료들(2019)에 의하면 메이커들은 학교, 연구실, 기업 등 조직의 경계를

초월한 다양한 공유 장소에서 유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공간은 혁신

적인 지식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창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메이커들은 정보를 공유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주고받는다

(Krackhardt & Hanson, 1993).

메이커들의 공유 장소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적인 물리적 공유 공간으로 메이커 페어

(Maker Faire)는 메이커들의 경험, 이야기, 도구, 그리고 문제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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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원들을 공유하는 하나의 장소이자 소유물과 헌신을 표하는 장소이

다(Foster et al., 2014). 메이커 페어는 Make Magazine과 라이선스 계약

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

메이커와 다른 메이커를 직접 연결한다(Browder 외, 2019).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메이커 페어는 2014년부터 세계 21개국 116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홍혜영, 남정민, 2019). 메이커 페어에 참여한 메

이커들은 서로 작품을 보여주고, 다른 메이커들과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

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커뮤니티에의 소속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노출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창작물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oster et al., 2014).

또한, 메이커들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활동한다. 메

이커 스페이스에서는 메이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조 장

비,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교육 및 워크샵 등이 함께 제공된다(성

진규, 2019). 국내에서는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작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이라는 메이커 스페이

스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장윤금, 2017). 특히, 도서관은 형식 교육 환

경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많은 책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탐구하

도록 한다(강인애, 최성경, 2017). 한편, 학교 안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기존 교실이나 과학실, 도서관을 주로 활용하는데(이봉규, 김현진, 2019),

자원과 공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전용 공간, 자원이 제한되어 소수

의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면 팝업 공간으로 구성한다(McKay &

Glazewski, 2016).

둘째, 메이커들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하

고, 협업하고, 공유한다(Browder 외, 2019). Chu와 동료들(2017)에 의하

면 메이킹은 장비가 구비된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활동이지

만 메이킹을 지원하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은 온라인 장소에 존재한다.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메이커를 위해 온라인으로 자원과 사회적 구조

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메이킹 커뮤니티

는 물리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보를 확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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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와 플랫폼으로 구성되

는 가상 공간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메이커가 지리적 제약 없

이 프로젝트에서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다른 개인, 집단과 상호 작

용할 수 있다(Browder 외, 2019).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메이커들의 공유 활동을 위한 매개 역할

을 수행한다.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중 Instructables

는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이다. 사용자

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프로젝트 혹은 게시물에 대하여 평가,

비평, 질문, 댓글을 올릴 수 있다. 매달 특별한 대회를 열어 수상자에게

는 온라인 배지, 티셔츠, 장비 등을 지급한다. 국내에서는 과학창의재단

에서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마당’의 ‘랜선 무한상상실’ 게시

판에서 레이저 커팅기, CNC, 3D 프린터 등 메이킹 도구 사용법이나 만

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Q&A’ 게시판에는 주로

장비 사용, 프로그램 예약 등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업로드된다. 중소벤

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메이크올 웹사이트의 경우 ‘메이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등록된 메이커 프로젝트나 메이커 동아리를 확

인하고 가입 신청하거나 직접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메이커

소식’에서 메이커나 프로젝트 정보나 관련 읽을거리, 뉴스레터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메이커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하므로, 공식적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여 공유의 장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강인애,

윤혜진, 정다애, 강은성, 2019).

라.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의 교육적 효과 및 가치에 대해 여러 연구

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의 교육적 가치

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메이킹 과정과 결과물

을 공유하면서 학습자들은 좀 더 다채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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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발전시킬 수 있다(강인애,

최성경, 2017; 옥미례, 조영환, 허선영, 2016; 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Sheridan & Konopasky, 2016). 학습자들은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에 대

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성과 수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옥미례, 조영환, 허선영, 2016). 예를 들어, 강인애 외(2017)에서는 학습

자가 기존에 반원 모양의 플라스틱 두 개를 붙여 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넣었으나, 동료 학습자의 조언을 듣고 물을 채워

넣은 후 광섬유 키트로 불빛이 나도록 작품을 개선하였다. 이처럼, 메이

커 활동 중 학습자들은 작품 개선 방안에 대해 조언하거나, 회로 연결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코딩 용어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 학습자들의 다양

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하여 작품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다(윤지현, 권지훈, 강성주, 2019).

둘째, 메이커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협업

하면서 개인의 한계 혹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Hsu, Baldwin, &

Ching, 2017). 김양수(2017)에서는 학습자가 무선 스피커 제작 후 최종적

으로 작동시키는 단계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한다. 핸드폰에

서 전송되는 음원을 받아 무선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하는 실행 오류가

발생한다. 이에 자신의 이어폰 잭이 사용하는 기종과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던 경험을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를 응용한 다른 팀원이

무선 스티커로 전송되는 음원의 출처를 핸드폰이 아닌 노트북으로 교체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무선 스피커를 작동하게 된다.

이봉규 외(2019)에서는 모터를 역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려고 했으나

코딩 시 오류가 발생하여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교사에서 조언을 구하여

실패 상황을 극복하였다.

셋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

족할 수 있다. 메이커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출하여 타인으로부터 자

신이 창출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자 한다(이지선, 2018).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Maslow’s Needs Hierarchy)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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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으며, 위계에 따라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Maslow, 1954). 욕구 단계 이론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동

기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Hendriks, 1999). 따라서, 메이

커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학습자들에게 공유하면서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넷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는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된다(Quinn & Bell, 2013; Sheridan et al.,

2014). 메이커 교육에서는 주로 실생활의 불편함, 사회의 문제점 등을 해

결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습자들

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사회 구

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

다(강인애, 김명기, 2017; 강인애, 최성경, 2017; 김샛별, 2019). 이처럼 메

이커 활동에서 발생된 경험 및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한다(권유진 외 2019).

하지만 이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의 공유가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공유가 어려운 이유는 공유 활동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다차원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강명희, 윤성혜, 2015).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혼자서만 보유하려고 하거나, 다른 학습자들의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거

나, 혹은 지원 도구가 불충분할 경우(강명희, 윤성혜, 2015), 즉 신뢰 구

축과 같은 사회적 특성 혹은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IT 인프라 기능과

같은 기술적 특성(Zaheer & Trkman, 2017)으로 인해 공유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다.

한편, DIY 커뮤니티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 혹은

공유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시간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Kuznetsov & Paulos, 2010). 실제로 학

습자들은 정해진 수업 시수에 맞춰 메이커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일회성

행사 정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강인애, 김명기, 2017; 김남은,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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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19; 윤지현 외, 2020), 메이커 교육 상황에서 공유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 메이커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른 사람

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점차 산출물의 수준을 높여간다는 점에서(김용익,

2018), 공유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메이커 교육에서 강조하는 공유와 개

방의 정신을 온전히 내면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유의 또 다른 방해요

인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자신이 공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창의성, 참신성, 복잡성 등이 결여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Kuznetsov & Paulos, 2010). 그리고, 학습

자들은 메이킹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주제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

며, 실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학능,

마대성, 2019). 실제로 코딩을 할 때 오타 하나에도 임베딩이 되지 않기

도 하며, 다양한 센서나 엑츄에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구상권 외, 2020).

이처럼 다양한 물리적 공간 및 가상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

으로 공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김용찬 외, 2012). 기꺼이 자신

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지식 공유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Nilsson, 2012). 실제로 메이커

교육의 가치, 실습 재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로가 부족하

고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오수진, 백윤철, 권지은, 2019). 따라서 메이

커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커뮤니티가 활성

화될 필요가 있다(오수진, 백윤철, 권지은, 2019).

이를 위하여 기존의 메이커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하여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요소 및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누

구에게 공유하는지는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

자는 해당 도구의 기능 및 어포던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Voida et

al., 2006). Chu와 동료들(2017)은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용자를 위해 웹사

이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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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rocessor)’와 같은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커뮤니티로

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실제 오프라인 메이커

공간과 연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만들기 행동과 태도를 촉

진하는 수단으로써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

Kuznetsov와 Paulos(2010)는 DIY 커뮤니티에서 업무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프로젝트의 이

미지, 40% 이상이 단계별 강의 혹은 지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약

80%의 응답자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거나,

또는 '마음 맞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

유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DIY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동기는 프로젝트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며,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여주는 ‘정보 교환’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요소를 반영하여 가상 공간

안에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 기록과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독려

해야 한다(강인애, 윤혜진, 정다애, 강은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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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개발

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교육적 활용

앱(app)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준말로 사용자가 특정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장은지, 박용석,

임걸, 2012). 모바일 앱의 종류는 Java, Kotli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고 특정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네이티브 앱과 HTML,

HTML5, JavaSctipt 등의 개발 언어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

근이 가능한 웹앱, 그리고 네이티브 앱과 웹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앱

으로 구분할 수 있다(Ozturk, 2017). 이러한 모바일 앱은 접근성, 즉시성,

이동성, 휴대성, 연결성 등의 강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0%이고, 무선 인터넷망이 잘 구축

되어 있어 모바일 앱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조규락,

조영환, 2019).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업인 ‘앱 애니(App Annie)’는 2020

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9년 모바일 소비량은 2017년 대비 35% 증가

하였으며,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수는 총 2,040억 건으로 신기록을 달성했

고, 한국의 하루 평균 모바일 사용 시간은 총 3시간 40분으로 2017년 대

비 15% 증가하였다. 국내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21년 4

월 기준으로 안드로이드가 약 73.64%, iOS는 약 26.01%, 그 외 0.35%로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atcounter, 2021). 또한, 독일의 통계 포털 사이트인 Statista(2020)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Google Play에서 가장 인기있는 앱 카테고리를

조사하였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33개의 영역 중 1위인 게임(13.56%)

에 이어 교육(9.45%)이 가장 인기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교육용 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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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용 앱 개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이지혜(2019)는 증강현실과 딥러닝 기술을 융합한 학습설명

서 앱을 개발하였다. 중고등학생의 문제집에서 해답을 빠르게 찾기 어려

우며 무게가 무겁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답안체크와 문제풀이를 편리하

게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앱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딥러닝의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이미지 영역 분할(Image

Segmentation)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 인식 및 답안 해설 자동 추출 시

스템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이미지를 제시

하였다.

또한, 김윤아, 유제일, 신재홍(2015)은 그래프를 통해 함수를 학습하도

록 보조하는 수학 교육용 앱을 개발하였다.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하였

으며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앱을 개발한 후에 1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정 및 보완한 앱을 1명의 학생에

게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 앱을 완성하였다.

교육용 앱을 개발 및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도 보

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욱, 홍기칠 (2016)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

지컬 컴퓨팅 기반의 SW 수업용 앱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의 논리적 사고

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두이노를 가지고 놀면서 배우는 소프

트웨어 교육’ 앱을 통해 학습자가 알고리즘의 개념과 순차, 선택, 반복의

구조를 파악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아두이노 로봇카를 움직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총 32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앱을 활용하여 SW 교육을 진행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 결

과, 계열화 논리와 비례 논리, 조합 논리, 명제 논리, 전체 사고력에서 유

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최유미, 문영순(2015)은 증강현실 기반 교육용 앱을 개

발하고 효과적인 STEAM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초등 3∼4학년

대상 STEAM 수업으로, 과학 교과에서 화산과 지진의 원리와 미술 교

과의 순수미술의 기법, 영상예술을 융합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후 화산

종류에 따른 모형과 분출물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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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반 교육용 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프로그램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유를 위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수업 보조도구는 의견 개진을 촉진하며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고학능, 마대성, 2019). 이에 수업에서 학생들이 정

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먼저, ‘플

립그리드(FlipGrid)’는 비디오와 오디오 기반의 학습 도구이다(Keiper,

White, Carlson, & Lupinek, 2021). 사진 첨부, 그림 그리기, 텍스트 입

력, 이모티콘 입력 기능을 통해 학습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토론한다(이지운, 강은

진, 2020; Agan et al., 2019). 이러한 플립그리드는 원격 교육이나 하이

브리드 러닝 혹은 소셜 러닝을 위한 학습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Agan과 동료들(2019)은 원격 교육과정에서 플립그리드를 통해 자기소

개 동영상을 올리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당 과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협업하여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두 명

의 동료 학생의 동영상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후 리커트 척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40%의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친구들과 개인적

으로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아바타가 아닌 동영상을

통해 반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60%는 전통적인 자기소개 과제 게시판을 사용하

는 것보다 FlipGrid를 사용하여 친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플립그리드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즉시 사

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록이 되는 것보다 생각을

단순히 글로 작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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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eiper와 동료들(2021)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학습 환경

에서 플립그리드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개방형

질문에서 21%의 학생들이 플립그리드가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유용

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플립그리드의 안좋은 점으로 불충분한 감독/

피드백, 채점 시간, 녹음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클래스팅(Classting)’은 학생들이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

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용 소셜 플랫폼이다. 교사가 만든

클래스에서 학생들은 공지 및 게시글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지운, 강은진, 2020). 클래스팅은 메이커 교육과 과학 탐구 수업 등에

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김근재(2019)는 매 수업의 차시별로

클래스팅에 설계한 알고리즘과 코드, 코딩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고, 고

학능과 마대성(2019)은 메이커 활동 과정을 기록하고 클래스팅에 업로드

하여 학습 구성원들과 공유하였다. 배진호 외(2015)는 탐구 수업에서 클

래스팅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는데, 댓글로 의견을 교환하

고 탐구 과정을 공유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정보공유인식 및 교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방법

교육용 앱 개발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설계 기준을 반영할 필

요가 있는데, 이는 앱을 설계하는데 있어 여러 변인이 학습 효과에 차이

를 불러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창윤, 2015; Lindgren & Schwartz, 2009).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용 앱 설계 전략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윤아, 유제일, 신재홍, 2015). 앱 개발자 혹은

설계자들은 최신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 뿐만 아니라 학습이 어떻게 발생

하는지 혹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관과 경

험에 의존하여 개발하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

지 않았음에도 효과적이었다는 등의 학습과 교육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Hirsh-Pasek et al., 2015). 따라서, 교육용 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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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이론과 앱의 어포던스를 적절히 고

려하여야 한다.

장은지, 박용석, 임걸(2012)는 교육용 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에 따라 교육용 앱의 만족요인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의 만족과 교육용 앱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용 앱의 적절성, 유희성, 편재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교육용 앱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학습자의 기

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재미 요소와 유비쿼터스 학습

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성 요인은 기

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용 앱의 상호작용성 수준이

학습자의 만족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효하지 않았다고 해

석하였다. 따라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교육

용 앱에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향아(2013)은 스마트 러닝에서 학습 증진 효과를 위한 교육용 앱 디

자인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앱인지 확인하도록 하였

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총 14개로 구성되며 개별 항목은 ‘전체적으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수강자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앱의 특성

을 고려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 ‘레이아웃은 답답한 느낌이 없이

디자인 되었다’, ‘텍스트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8p이상 유지하고 있

다’, ‘텍스트 행간은 15p 이상 유지하고 있다’, ‘학습 내용에 적합한 이미

지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요소들의 크기는 전체적인 구성에 맞게 지

정되었다’, ‘디자인 요소들의 크기는 중요도에 적합하게 지정되었다’, ‘버

튼과 아이콘은 인식과 클릭이 쉬운 크기로 디자인 되었다’, ‘버튼과 아이

콘은 복잡하지 않고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전

체적으로 학습 분위기에 적합한 색채가 적용되었다’, ‘각 슬라이드별로

학습 진행 방식에 적합한 화면 분할이 이루어졌다’, ‘용량을 고려한 디자

인 적용으로, 학습 진행 속도에 문제가 없다’로 구성된다.

모바일 학습 자료 설계와 관련한 이론으로는 Paivio의 이중부호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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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Baddeley와 Hitch의 제한 용량 이론, Wittrock의 능동적 처리 이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중부호화 이론은 같은 정보에 대해 언어

적, 비언어적 정보처리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할 때 파지가 증가하는 현상

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제한용량 이론은 인간의 작동 기억 용량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음을 설명한

다. 셋째, 능동적 처리이론은 인간이 유입된 정보 중 관련된 내용을 분석

하고, 선택하여 정신적 표상으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능동적으로

발생함을 설명한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집중하고,

학습 자료가 선행 지식과 연관지어 제시되고, 학습 자료가 일관적 구조

로 제시될 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론을 종합하여 Mayer

와 Moreno(2002)는 모바일 학습 자료 설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설계원리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용 앱을 개발하면서

개발 과정 및 방법론을 상세하게 기술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ADDIE 모형에 기반하였다. ADDIE 모형은 교수설계를 위한 대표

적인 모형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과정을 거친다. Cho와 동료들

(2014)은 ADDIE 모형을 적용하여 관상 동맥 질환 환자(Coronary

Artery Disease, CAD)를 위한 교육용 앱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선행문헌 검토, CAD 환자를 위한

교육용 브로슈어 및 리플렛 분석, 의학용 스마트폰 앱 분석을 실시하고,

심장내과 의사들과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

습 목표와 학습 범위, 학습자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후 개발 단계에

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사안에 기반하여 첫 번째 교육용 앱

버전을 개발하였다. 해당 버전의 적절성에 대해 여러 차례의 자문을 실

시하여 최종적으로 “Strong Heart”라는 교육용 앱을 개발하였다. 마지막

으로, 실행과 평가 단계에서는 CAD 환자 총 30명이 최종 앱을 사용하였

고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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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Cho와 동료들(2014)의 교육용 앱 개발과정

김성희, 이영준, 이상원(2016)은 ADDIE 모형을 재구성하여 분석, 설

계, 개발, 평가의 4단계를 거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

약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였

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교과 분석과 문헌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의 요

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시나리오, 앱

개발 환경, UI 구성 전략에 대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발 단계

에서는 교수학습 시나리오와 교육용 앱 구성 전략을 적용하여 앱을 개발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앱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교사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이 외에도 개발 절차를 새롭게 제안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이은영(2011)은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발 절차는 기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기획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구상과 일정 계획, 개발 조직 구성, 예산 산정, 기

획서 작성을 실시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분석으로 학습 주제와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고 컬렉션 분석, 교수․학습 목표 진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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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 설계 단계에서는 콘텐츠의 내용 구조를 결정하고, 학습 흐름도를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개별 자료 제작에 착

수하고 오류 검토 및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친다. 평가 단계에서는 교

수․학습 내용과 이용 측면의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여 이후 개발 시 반

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Ⅱ-4] 이은영(2011)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 단계 및 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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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개발연구 방법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커 활동 시 학습자의 지식, 경험 등을 공

유하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설

계·개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계·개발 연구는 설계, 개발, 평가 과

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방법론이다(Richey & Klein, 2007). 설계·개발 연

구방법론은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와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을 확립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방법론은 확정적이거나 세부적인 연구 절차를 제시하지 않으

며,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연구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임철일, 2012).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은 일반화될 수 있는 결론인지 혹은 맥락 특수

적인 결론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표 Ⅲ-1> 참고).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서의 공유 활동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진행되었

다. 또한, 분석, 설계, 개발, 실행과 평가의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도구

개발 및 도구 사용의 절차를 거치므로 첫 번째 유형인 산출물 및 도구

연구(Type 1) 유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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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항목 산출물 및 도구 연구(Type 1) 모형 연구(Type 2)

초점

포괄적인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

Ÿ 교수적 산출물 및

프로그램

모형 개발

Ÿ 모형 구성요소 개발

Ÿ 포괄적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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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산출물 및 도구 연구(Type 1) 모형 연구(Type 2)

Ÿ 비교수적 산출물 및

프로그램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

Ÿ 분석

Ÿ 설계

Ÿ 개발

Ÿ 평가

모형 타당화

Ÿ 모형 구성요소 등에 대한

내적 타당화

Ÿ 모형의 영향에 대한 외적

타당화

도구의 설계와 개발

Ÿ 도구 개발

Ÿ 도구 사용

모형 사용

Ÿ 모형 사용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관한 연구

Ÿ 설계자의 의사결정 연구

Ÿ 설계자의 전문성과 특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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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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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문헌 분석, 요구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설계

원리 및 개발 지침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이후 초기 사용성 평가를 통해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으

며, 이를 반영하여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후 최종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성과와 인식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에 따른 연구 활동을 정리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절차별 활동

연구

절차
연구 활동

분석

Ÿ 관련 선행문헌 및 이론 검토

Ÿ 기존 메이커 교육용 앱에 대한 사례분석 실시

Ÿ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장의 요구 파악을 위한

요구분석 실시
↓

설계

Ÿ 선행문헌 검토, 사례분석, 요구분석 결과를 종합한

설계원리 확인

Ÿ 개발된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 실시

Ÿ 설계원리 수정 및 개발 지침 확인
↓

개발

Ÿ 프로토타입 구현

Ÿ 프로토타입에 대한 초기 사용성 평가 실시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최종 개발
↓

실행과

평가

Ÿ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 실시

Ÿ 관찰, 면담, 설문 자료 수집 및 분석

Ÿ 종합 및 정리



- 36 -

먼저 메이커 교육의 기반과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교육용 앱과 관련

한 선행문헌을 검토하고, 메이커 교육 시 공유 관련 문제점, 공유를 위한

교육용 앱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

스토어에 등록된 메이커 교육용 앱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후

전문가 대상 내적 타당화를 통해 설계원리를 수정하고 개발 지침을 개발

하였다. 설계원리와 개발 지침을 구현한 프로토타입 형태의 앱에 대하여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 장점, 단점, 개선점을 확인하

였다. 초기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앱을 최종적으로 개발한 후 사용

성 평가를 통해 공유 측면 및 앱의 사용성 측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가. 분석

분석 단계에서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의 기능과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문헌 분석, 사례분석, 요

구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문헌과 관련 기저 이론을 검토

하기 위하여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행문헌의 선별 혹

은 배제를 위하여 연구 분야, 연구 주제를 고려하였으며, 선행문헌은 키

워드, 인용 횟수, 내용 적합성과 관련성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구체적

인 선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논문의 경우, 게재 당시 KCI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해외 논문의

경우, (S)SCI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학술논문과 학위논

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논문을 선정한다. 넷째,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로 나온 양적, 질적, 혼합 연구 방법론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배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총 6개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여 중복

된 논문은 삭제한다. 문헌 선별 및 배제를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Google Scholar, RISS, KCI, DBpia, KISS, Web of Science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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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문헌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 선행문헌 선정 절차

선별 기준

Ÿ 국내 논문의 경우, KCI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Ÿ 해외 논문의 경우, SCI, SSCI, SCOPUS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Ÿ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논문을 선정한다.

Ÿ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로 나온 양적, 질적, 혼합연구 방법론을

대상으로 한다.

배제 기준

Ÿ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Ÿ 총 6개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여 중복된 논문은 삭제한다.
↓

검

색
─ 1차: 주제 검색

↓

선

별
─ 2차: 선별 처리 ─

Ÿ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로

제한

Ÿ SCI, SSCI, SCOPUS에 등재된

논문으로 제한

Ÿ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논문

제외

Ÿ 중복 논문 제외

↓

선

정
─

3차: 최종 논문

선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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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메이커 교육 관련 앱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앱 개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반영하였다. 개발에 앞서 유사한 제품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의 특성, 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선행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ichey & Klein, 2005). 또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선행문헌이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므

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Richey & Klei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메이

커 교육 관련 앱을 분석 및 탐구함으로써 앱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 등록된 실제 메

이커 교육 관련 앱 중에서 평점(참여자 수), 다운로드 수 등을 고려하여

총 4개를 선정하였다.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로 접속이 가능하도

록 구현한 웹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고자 하므

로 사례분석의 대상을 마켓에 등록된 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만 탐색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점(참여자 수)

및 다운로드 수는 2020년 6월의 집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 DIY.org

앱의 경우,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미국 앱스토어의 집계

를 기준으로 하였다. 사례분석 대상 앱의 목록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Ⅲ

-2>와 같다.

<표 Ⅲ-2> 사례분석 대상

운영체제 앱 명칭 개발사
평점

(참여자 수)
다운로드 수

Android

영메이커

(YOUNG

MAKER)

LG Sangnam

Library
4.2(33) 5,000+

Android,

iOS

메이크

(MAKE)

MAROMAV

Co., Ltd
4.3(9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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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

하고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대상자 선정을 위해 메이커 교

육 관련 연구와 수업 경험이 있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메이커 교육

을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 총 3명을 선정하였다. 요구분석에 참여한 전문

가의 최종학력, 소속 및 직위, 실무 및 연구 경력, 전공 분야는 <표 Ⅲ

-3>과 같다.

<표 Ⅲ-3> 요구분석 참여 대상자 정보

요구분석의 방법은 개별 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개발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개별 면담에

사용한 질문은 ‘국내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의 현황은 어떠한가?’,

‘메이커 수업에서 공유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시작

전 면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면담을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을

전사하여 개별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Android,

iOS

Makers

Empire 3D

Makers

Empire
4.2(1,754) 5,000+

iOS DIY.org DIY 3.8(841) -

구분
최종

학력
소속 및 직위

실무 및

연구 경력
전문분야

면담자 A 박사 C 교육연수원 교사 15년
교육공학,

메이커 교육

면담자 B 석사 B 초등학교 교사 8년
교육공학,

메이커 교육

면담자 C 석사 S 초등학교 교사 12년
초등교육,

메이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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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연구에 기반한 설계 기준이 없을 경우, 개발자는 직관 혹은 경험에 의

존하여 앱을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Hirsh-Pasek et al., 2015), 선행

문헌 분석, 사례분석, 요구분석 결과를 통해 수집된 검증된 앱 설계 기준

을 마련하였다.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개발을 위한 설

계원리를 확인하고 교육공학, 컴퓨터 교육, 기술교육, 과학교육, 메이커

교육, UI/UX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총 7명에게 내적 타당성을 검토받았

다. 본 연구에서 내적 타당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의 최종학력, 소속 및

직위, 경력, 전문분야는 <표 Ⅲ-4>과 같다. 이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

가 대상 내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수정하고 개발

지침을 도출하였다.

<표 Ⅲ-4> 내적 타당화 대상자 정보

구분 최종학력 소속 및 직위 경력 전문분야

전문가 A 박사 K 대학교 조교수 13년
교육공학,

메이커 교육

전문가 B 박사 S 대학교 교수 22년

교육공학,

컴퓨터 교육,

기술 교육

전문가 C 박사
K 대학교

객원교수
6년 교육공학

전문가 D 박사 S 대학교 강사 9년 교육공학

전문가 E 박사 D 대학교 교수 9년
메이커교육,

과학교육

전문가 F 석사 P사 디자이너 18년 UI/UX 디자인

전문가 G 박사 D 대학교 조교수 18년 기술 교육



- 41 -

다.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앱을 개발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다. 먼저,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원리를 구체적으로 구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토타입의 유형은 충실도(fidelity)에 따라 낮

은 충실도(low-fidelity), 높은 충실도(high-fidelity)로 구분할 수 있다.

2D 종이 시제품은 낮은 충실도, 3D 실물 모형 혹은 목업은 중간 충실도,

실제로 완전하게 작동하는 3D 기기는 높은 충실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다(Sauer, Seibel & Rüttinger, 2010). 본격적인 개발과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충실도와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Reilly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 충실도를 가진 컴퓨

터 기반의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간단한 인터랙션과 기능, 화면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을 개발하였다. 앱

개발을 위해 총괄 및 관리자 1인과 개발자 1인 총 2인이 참여하였다. 개

발 참여자 및 역할은 <표 Ⅲ-5>와 같다. 개발자의 경우 컴퓨터공학 전

공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10년의 개발 경력을 보유한 현직 개발자이다.

개발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원리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

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개발자와 개발 방향을 논의하여 개발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기능은 제외하였다.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한 면담에서 도

출한 결과 및 개발자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앱 개발에 착수하였다.

<표 Ⅲ-5> 개발 참여자 및 역할

구분 역할

총괄 및

관리자

Ÿ 전체 기획, 디자인, 개발 참여 및 총괄

Ÿ 설계원리 개발을 통한 교육적ㆍ기술적 요소 도출 및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토

개발자
Ÿ 설계원리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개발 방향 검토

Ÿ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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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행과 평가

실행과 평가 단계에서는 사용성 평가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개발한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초기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초기

사용성 평가의 방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교수자 4인과 학

습자 5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자의 경우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나, 메이커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과 실

천 의지가 있는 교사로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경우 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

고 학부모 동의를 받았다. 초기 사용성 평가 대상자인 교수자와 학습자

정보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초기 사용성 평가 대상자 정보

교수자

구분 최종학력 소속 및 직위 경력 전문분야

교수자 A 박사 S 고등학교 교사 14년
메이커 교육,

기술 교육

교수자 B 석사 B 초등학교 교사 8년
메이커 교육,

교육공학

교수자 C 석사 C 초등학교 교사 8년
메이커 교육,

교육공학

교수자 D 석사 S 국제학교 교사 4년
미디어 교육,

교육공학

학습자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별

학습자 A G 초등학교 학생 여

학습자 B G 초등학교 학생 남
학습자 C G 초등학교 학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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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종 개발된 앱에 대하여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최종 사용성 평가는 실제적인 형태로 개발한 앱에 대하여 사용

자가 직면하는 전체 시스템의 유용성, 컴퓨터 인간공학(computer

ergonomics), 사용자의 피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Corry, Frick, & Hansen, 1997)는 점에서 프로

토타입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실시한 초기 사

용성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최종 사용성 평가에서는 실제 사용자를 대

표하는 참여자가 과제를 수행하고, 참가자의 행동과 말을 관찰 및 기록

하였으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였다(Dumas &

Redish, 1999).

사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관찰법, 면담법, 소리내어 말하

기 기법(Think-Aloud Protocol, TLP), 설문지법, 비디오 분석법, 로그파

일(log file) 분석법 등이 있다(이성흠, 권숙진, 이영민, 2000). 본 연구에

서는 관찰법, 소리내어 말하기 기법, 면담법, 설문지법, 비디오 분석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에게 시나리오 기반의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찰, 설문,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용성 평가의 절차는 나

일주, 허균, 유병민(2003)의 Usability Test 단계 모형을 참고하여 [그림

Ⅲ-3]과 같이 수행하였다.

학습자 D G 초등학교 학생 남

학습자 E G 초등학교 학생 여

UT 절차 내용

UT 계획

Ÿ 사용성 평가 대상자, 일시 및 장소, 테스트 환경

설정

Ÿ 과제 시나리오(Task Scenario) 개발

↓

UT 실행
Ÿ 어플리케이션 소개 및 과제 수행 방법 안내

Ÿ 과제 시나리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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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사용성 평가 절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공유 활동을 진행하도

록 하기 위해 총 8개 과제를 제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완수하도록 하였

다. 연구자는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자 노트에 기록하는 동시에 비디오

로 촬영하여 녹화본과 대조해가면서 관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

한, 안드로이드 화면 녹화 앱인 XRecorder를 사용하여 카메라 및 마이크

음성을 기록하여 학습자의 반응과 과제 성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과제를

완료한 이후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 구조화된

(semi-structured) 질문을 토대로 개별 면담을 약 20분간 진행하여 좋았

던 점, 아쉬웠던 점, 발생한 에러 혹은 문제 등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면

담을 통해 수집한 질적자료는 코딩, 범주화, 주제 통합의 과정을 거쳐 분

석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는 약 20분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수집한

양적 자료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사용성 평가에 참

여한 학습자의 정보는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최종 사용성 평가 대상자 정보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별

학습자 F E 초등학교 학생 남

학습자 G E 초등학교 학생 남

학습자 H E 초등학교 학생 여

학습자 I E 초등학교 학생 남

Ÿ 과제 수행 관찰

Ÿ 설문 실시

Ÿ 개별 면담 실시
↓

UT 결과

분석 및 정리

Ÿ 문제 패턴 탐색 및 문제 도출

Ÿ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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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J E 초등학교 학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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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E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

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에 대한 학

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28일과 6월 4일 양일에 걸쳐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은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김승

준, 김갑수, 2012; 이은형, 이태욱, 2013). 이은형과 이태욱(2013)에 의하

면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적 사고가 가능

해지면서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되므로 교육용 앱을 활용

하여 공유 및 협업하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경험적

이며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사고는 가능하나, 보이지 않는 불명확한 상

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교육용 앱의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본 앱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

을 갖추고 있었다. 사전에 메이커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선발하기 위해 메이커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메이커 동아리

활동 중에 개발한 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하도

록 하였다. 또한, 메이킹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메이커 활동의 과정과 결

과를 이해하고 있어 면담과 설문 시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관련하여 Nielsen(2000)은 5

명 이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을 강조하였다([그림 Ⅲ-4] 참

고). 이는 대체로 5명의 평가자가 사용성 문제의 약 75%를 발견하기 때

문이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중복되는 정보가

많아진다. 만약, 15명의 사용자를 모집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5명씩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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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사용성 평가 대상자를 5명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Ⅲ-4] Jakob Nielsen(2000)의 적절한 사용성 평가 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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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가. 내적 타당화 도구

내적 타당화 도구는 설계원리 전반 및 개별 설계원리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설계원리에 전반에 대한 내적 타당화 검사지는

나일주, 정현미(2001)와 Jang(2011), Lee(2012)의 평가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

토를 위하여 설명력,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별로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된 설

계원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타의견에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내적 타당화 검사 문항은 <표 Ⅲ

-8>과 같다.

<표 Ⅲ-8>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내적 타당화 검사문항

항목 전문가 검사 문항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요소들

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원리로 타당하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



- 49 -

총 5가지 영역에 대한 내적 타당화 점수를 토대로 평균(Mean, 이하

M),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이하 SD),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nter Rater

Agreement, 이하 IRA)를 산출하였다. CVI는 0.80 이상의 점수이면 타당

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Grant & Davis, 1997), IRA는 0.80 이상의 경

우 전문가들의 평가가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Rubio et al., 2003).

나. 앱 개발 도구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에 기반하여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

육용 앱을 실제적인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Android Studio를 활용하

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초기에 Kotlin을 사용하였고, 이후 Kotlin 코드

를 Java 코드로 변환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Dothome을 통해 호스팅하

였으며, 서버는 PHP 7.3,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7로 세팅하여 최종

적인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개발 도구와 환경

은 <표 Ⅲ-9>와 같다.

<표 Ⅲ-9> 개발도구와 환경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기타의견

본 설계원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3

점 미만으로 응답하신 항목에 대하여 이유 혹은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사양 및 체제

개발도구 Ÿ Android Studio 4.1.3

개발언어 Ÿ Kotlin, Java

서버 Ÿ PHP 7.3

데이터베이스 Ÿ MySQL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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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성 평가 도구

1) 초기 사용성 평가

초기 사용성 평가 문항은 임철일, 연은경(2006)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사용성 평가 문항

을 통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강점과 약점, 개선점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해당 질문을 기반으로 반 구조화된 면

담을 진행하였다.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한 면담 질문 문항을 정리하면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한 면담 질문 문항

2) 최종 사용성 평가

먼저, 사용성 평가를 위한 과제 시나리오(task scenario)를 개발하였

다. 과제 시나리오는 학습자가 메이커 활동 중에 실제 앱을 사용하는 상

황을 가정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과제의 완료 여부를 시각적으로 관찰하

여 성공한 과제와 실패한 과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과제 시

나리오는 과제 수행 배경과 세부 과제 내용으로 구성되며, 학습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총 8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과제 시나리

오는 <표 Ⅲ-11>과 같다.

항목 면담 문항

강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약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개선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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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과제 시나리오

항목
과제 수행 배경 및 세부 과제 내용

수행 배경 세부 내용

과제 1

메이크쉐어를 처음 실행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1. 처음 앱 실행 시 안내 영상

을 확인해보세요.

1-2. 학습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

를 확인해보세요.

과제 2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이

생겨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2-1. 프로젝트 생성 화면을 찾아

보세요.

2-2. 프로젝트 단계 별로 진행해

야 하는 미션을 입력해보세

요.

2-3.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해보세

요.

과제 3

인터넷에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영상을 발견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다.

3-1.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는 화

면을 찾아보세요.

3-2. 인터넷 URL 혹은 동영상 파

일을 첨부하여 게시글을 작

성해보세요.

과제 4

만들기 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친구들에

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메이크쉐어를 실행했다.

4-1. 만들기 활동을 하던 중 문제

가 있었던 상황을 떠올려

문제 상황을 작성하고 어떻

게 해결할 수 있을지 친구

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과제 5

‘우유팩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질문글

을 발견해서 내가 답변해

주려고 한다.

5-1. ‘우유팩 대신 사용할 수 있

는 재료’에 대한 질문글을

찾아보세요.

5-2.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댓글로 작

성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지 답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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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관찰을 실시하였다. 주요 관찰 사항은

나일주, 허균, 유병민(2003)에서 제시한 사용성 평가 실시 요약표 및 결

과표를 참고하여 영역, 주제별로 구분하고 관찰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

요 관찰 사항은 ‘어떤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예상치 못한 행동은

항목
과제 수행 배경 및 세부 과제 내용

수행 배경 세부 내용

과제 6

Thinking 단계에서 3개의

미션을 완료하였다. 지금

까지 완료한 미션을 표시

하고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다.

6-1. Thinking 단계의 미션 화면

을 찾아보세요.

6-2. 완료한 3개의 미션을 체크해

보세요.

6-3. 프로젝트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찾고 프로

젝트 진행도를 확인해보세

요.

6-4. 미션 완료 후 획득한 배지를

확인해보세요.

6-5. 획득한 배지를 대표 배지로

설정해보세요.

과제 7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

해서는 우리 학교에 없는

메이킹 도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7-1. 내 지역 주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보세요.

7-2.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시간

과 연락처를 확인해보세요.

과제 8

최종 작품을 완성해서 친

구들에게 어떻게 만들었

는지, 유용한 팁은 무엇인

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

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고 싶다.

8-1. 휴대폰 갤러리에 있는 작품

사진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 사진을 업로드해보세

요.

8-2. 내가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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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예상했지만 일어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 등이다.

과제를 시도하면서 관찰된 학습자의 행동에 대하여 후속 면담과 설문

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면담의 경우 본 앱을 활용하여 공유 활

동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발생한 에러 혹은 문제, 도움

이 된 점, 보완할 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메이크쉐어를 사용하

여 공유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를 포함한 총 5개의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구

체적인 면담 문항은 [부록 7]에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의 사용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Kortum과 Sorber(2015), Nokelainen(2006)에 의해 개발된

설문도구를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감축하는 절차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공유 관련하여 앱의 사용성 관련하

여 기술적 사용성, 교육적 사용성에 대해 묻는 문항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영역 별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

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Ⅲ-12> 사용성 평가 설문 문항

항목 문항

기술적

사용성

나는 메이크쉐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다.

나는 메이크쉐어가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메이크쉐어에 다양한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이크쉐어 사용법을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교육적

사용성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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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프로젝트 혹은 미션의 진행도를 알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메이크쉐어를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평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메이크쉐어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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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계·개발연구 Type

1 방법론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문헌 검토, 사례분

석,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를 확인하였다. 확인한

설계원리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적 타당화를 실시하였으며, 내

적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수정하였다. 또한, 앱을 구체적으

로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후 설계원리와 개발 지

침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초기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수집 및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메이커 교육용 앱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한

앱에 대하여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개발 과정

가.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

1) 문헌 검토, 사례분석, 요구분석을 통한 설계원리 확인

첫째,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문헌과 기저 이론 검토를 수행하였다. 선별

및 배제 조건에 따라 선정한 문헌은 총 16개이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제시된 원리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분 및 정리하였다. 선행문헌 고찰

을 통해 확인한 구성요소는 ‘관계 형성’, ‘기록’, ‘보상’, ‘피드백’,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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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도움말’, ‘연결성’, ‘일관성’, ‘관련성’, ‘복합성’으로 총 10개이다. 구성

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1>와 같다.

<표 Ⅳ-1>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원리

관계 형성

Ÿ 자신의 결과물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타인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좋은 선생님이나

멘토-멘티와 같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Ÿ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관계를 갖기 보다는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관계가 더 많도록

하여 지식공유나 학습전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현영섭, 2010).

Ÿ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상대방의 지식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야 한다(류지헌, 권숙진, 2005).

Ÿ 개발 부문은 팀 구성원간의 인간적인 친밀도도

중요하지만 업무에서의 명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 중심의 인간적 관계 맺음을

중시한다(최미나, 유영만, 2003).

기록

Ÿ 학습 내용과 반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식 축적에 기여하고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동국, 2019).

Ÿ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단계에서 사진,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김근재, 임철일, 2019).

Ÿ 공유를 위한 기록은 학생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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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원리

제공한다(이동국, 2019).

보상

Ÿ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ㆍ지위 보상 등이

CoP 몰입에, CoP 몰입이 지식공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김동욱, 윤건, 2010).

Ÿ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피드백

Ÿ 필요한 경우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Ÿ 학습을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Ÿ 컴퓨팅 산출물 제작하기, 알고리즘 및 컴퓨팅 산출물

수정, 개선하기 단계에서 제작한 산출물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교수자, 동료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김근재, 임철일, 2019).

Ÿ 진행 단계, 시스템 상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장원석, 지용구, 2011).

모니터링

Ÿ 진행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Ÿ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Ÿ 자동 계산된 데이터들을 통해 전체 학급 수준과

개개인의 수준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Ÿ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 상황과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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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원리

Ÿ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차트, 막대그래프 등 다양한 표상 방법을

활용한다(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도움말

Ÿ 메뉴와 관련하여 도움말 혹은 안내, 또는 시연을

제공한다(고호경, 2016).

Ÿ 적절한 도움말을 제공한다(장원석, 지용구, 2011).

Ÿ 특징과 기능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장원석, 지용구, 2011).

Ÿ 앱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도움말 기능을

제시한다(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연결성

Ÿ 모바일 학습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끊김

없는(seamless)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김성욱, 임철일, 2017).

Ÿ 우연적이거나 미리 정해지지 않은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Cochrane

& Narayan, 2016).

일관성

Ÿ 앱의 여러 층위와 화면 간 디자인에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Ÿ 화면의 레이아웃 요소들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우빙, 김희현, 2015).

Ÿ 혼란 방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장원석, 지용구,

2011).

관련성
Ÿ 불필요한 메뉴는 줄이고 아이콘은 단순화하여

제공한다(고호경, 2016).

복합성 Ÿ 정보 제공 시 시각적 화면 외에도 소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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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계원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메이커 교육을 위한

기존의 교육용 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 등록된 실제 운영 중인 메이커 교육 관련 앱 중에서 평점

(참여자 수), 다운로드 수 등을 고려하여 ‘영메이커(YOUNG MAKER)’,

‘메이크(MAKE)’, ‘Makers Empire 3D’, ‘DIY’ 총 4개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의 주요 기능과 예시 화면, 장점과 한계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로 영메이커(YOUNG MAKER)는 LG 상남도서관에서

개발한 앱으로 메이커 전문가나 다른 학습자의 DIY 영상을 보거나, 직

접 메이킹 과정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할 수 있다. 영메이커의 주

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영상은 운영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영상과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 메이커의 영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문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관련된 교과의 내용 및 산출

물 제작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혹은 학습자들이 업

로드한 게시글에 댓글을 통해 느낌이나 칭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

른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 공감하거나, 이모

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만들기 카테고리의 경우 과학 세상, 기

술 세상, 공학 세상, 예술 세상, 수학 세상 등으로 구성되며, 각 카테고리

는 다시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술 세상의 경우 ‘신재생 에

너지실’, ‘ 회로 공작실’, ‘코딩 조작실’, ‘미디어 공작실’, ‘로봇 제작실’, ‘게

임 공작실’ 등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 사용자가 특정 카테고리에 자신의

구성요소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원리

적절하게 제공한다(장원석, 지용구, 2011).

Ÿ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함께 제공될 때 텍스트보다는

음성을 제공한다(Mayer & Moreno, 2002).

Ÿ 자료 입력 활동 시 텍스트와 시각적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한다(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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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일정 개수(1개, 3개, 5개) 이상 업로드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아이템과 건물 모양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림 Ⅳ-1] 사례 1 예시 화면:

전문 메이커의 영상

[그림 Ⅳ-2] 사례 1 예시 화면:

게시글에 대한 댓글

영메이커의 장점은 나의 활동 올리기를 통해 건물을 획득하며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획득한 건물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올리기 시 심사 승인

을 거친다는 점에서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운영자의 영상이 자주 업로드되며, 사례분석이 된 4개의 앱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편으로 메이커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한계점은 활동을 올렸을 경우 사용자는 심사 승인의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동영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

가 제공되지 않아 처음 진입한 사용자 혹은 메이커 활동에 익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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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자들이 영상 제작 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네비게이션 드로워(Navigation Drawer)가 1단 이상이며, 아이콘과 텍스

트 레이블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다. 또한, 메뉴 항목

이 중복되어 통합되어야 하는 메뉴들이 존재하며, 하위 항목에 포함되어

야 할 내용이 상위 메뉴에 드러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사례로 메이크(MAKE)는 마로마브에서 개발한 앱으로 메이

커를 위한 코딩 도구이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실행할 경우 메인

화면은 ‘학습하기’, ‘프로젝트’, ‘키트’로 구성된다. 학습하기에서는 아두이

노, 브레드보드, 회로도 등 메이킹 활동에 필요한 부품을 조립하고 시뮬

레이션할 수 있으며, 블록을 이용하여 코딩. 회로도 탭에서 작성한 코드

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그림 Ⅳ-3] 사례 2 예시 화면: 메인 화면

또한, 게임 기능을 통해 코딩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

에서는 메이크 예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프로

젝트를 체험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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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사례 2 예시 화면: 공유 프로젝트

메이크의 장점은 아두이노 회로도 조립과 코딩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

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두이노 등 메이커 장비를 가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블록 코딩으로 코드를 입력해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의 운영 현황을 탐색한 윤지현 외

(2020)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코딩 방법 및 아두이노 사용 방법 교육’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이 앱이 코딩과 아두이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메이크 앱 내에서는 사용자들끼리 프로젝트 및 메이커 활동에

대해 소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프로젝트

에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피드백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메이커 교육이 팀별로 진행되는 경우

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끼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라

인 상에서 의사소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세 번째 사례로 Makers Empire 3D는 Makers Empire에서 개발한 앱

으로 모바일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이다. Makers Empire 3D는 World,

Gallery, Create, My Designs, 사용자 정보 메뉴로 구성된다. Makers

Empire 3D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게임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는 초기 진입 시 가상의 캐릭터와 닉네임을 생성하

게 된다. 이후 모든 활동은 가상세계에서 가상 캐릭터에 의해 이루어진

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으며, 획득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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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코인, 댓글, 친구 수, 배지 등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5] 사례 3 예시 화면: Makers Empire 3D의 메인 화면

또한, 앱을 통해 3D 모델링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디자인

을 판매하거나, 사진 파일 혹은 STL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TL 파일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표준 형식의 파일 형식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3D 산출물 출력이 가능하

다.

[그림 Ⅳ-6] 사례 3 예시 화면: 갤러리에 업로드된 사용자 작품

Makers Empire 3D의 장점은 3D 프린터 구비된 장소라면 어디서든

3D 디자인을 하고 산출물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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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레벨 제도, 배지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발

적으로 앱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3D 모델링을 연습하게 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앱의 효

과가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Stevenson과 동료들(2019)에서 교사들이 수

업에서 이 앱을 통해 3D 디자인을하고 3D 프린터와 함께 사용해보도록

하였는데 앱을 사용했을 때 자신감을 얻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카드보드나 포일 등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Makers Empire 3D는 상기한 바와 같이 3D

모델링에 특화된 앱이므로 3D 프린팅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 메이

커 교육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국내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 사례로 DIY.org는 DIY에서 개발한 앱으로 코스 라이브러리

에서는 K-8 대상의 드로잉, 사진, 목공, 피지컬 컴퓨팅 도구, 레고 등 테

마별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도전과제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메이킹

하도록 한다. 도전과제를 클리어할 경우 스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다. 그러나, 이 앱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제

한적이며, iOS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한국

어를 지원하지 않아 국내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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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사례 4 예시 화면:

강좌 탭

[그림 Ⅳ-8] 사례 4 예시 화면:

챌린지 탭

이상의 메이커 교육 관련 앱의 주요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사례분석 결과

사례 주요 특성 및 기능 주요 원리

사례 1.

영메이커

Ÿ 초기 화면에서 콘텐츠 및 앱 사

용법 설명

Ÿ 메이커 등록이 완료된 사용자는

멘토로써 메이커 활동에 대한

조언 제공

Ÿ 활동에 따른 보상 제공

Ÿ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느낌이나 칭찬을 댓글로 교환

Ÿ 앱 사용법에 대

한 도움말 제공

Ÿ 전문가 혹은 동

료 학습자를 통

해 스캐폴딩 제

공

Ÿ 피드백 교환

Ÿ 저작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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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요 특성 및 기능 주요 원리

Ÿ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모티콘으로 감정을 나타내거나

대댓글 작성 가능

Ÿ 저작권 관련 나눔의 정신에 기

반한 CCL 적용 안내

Ÿ 관련 유튜브 영상 및 메이커 교

육 실천 웹사이트 자료 탑재

Ÿ 메이커 활동에

대한 보상 제시

Ÿ 메이커 커뮤니티

정보 제공

사례 2.

메이크

Ÿ 앱 사용을 위한 도움말 제공

Ÿ 학습을 위한 난이도, 소요 시간,

필요 부품 안내

Ÿ 가이드북에서 학습 목표, 이론

설명, 예시 코드 등 확인 가능

Ÿ 이론 설명 탭에서 학습 진도 확

인 가능

Ÿ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프로젝

트에 대한 체험 및 다운로드 가

능

Ÿ 이모티콘과 텍스트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Ÿ 앱 사용법에 대

한 도움말 제공

Ÿ 메이커 활동의

학습 목표, 관련

이론에 대한 정

보 제공

Ÿ 사용자 스스로

학습 과정 및 진

행도 확인

Ÿ 프로젝트 공유

Ÿ 이모티콘을 활용

하여 의사 표현

사례 3.

Makers

Empire 3D

Ÿ 가상의 캐릭터와 닉네임을 생성

하고 가상세계에서 활동

Ÿ 활동을 진행하면서 더 높은 레

벨로 상승

Ÿ 좋아요, 코인, 댓글, 친구 수, 배

지 등의 업적 확인 가능

Ÿ 게임 요소 포함

Ÿ 활동 대시보드

확인

사례 4.

DIY.org

Ÿ 코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강의

영상과 도전과제를 선택하여 학

습

Ÿ 드로잉, 사진, 목공, 피지컬 컴

Ÿ 메이커 활동 관

련 도전과제 제

공

Ÿ 게임 요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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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요구분석의 대상자는 메이커 교육 관련 연구 경험이 있으며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메이커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교사 총 3명으

로 선정하였다. 면담을 통해 기존 사례, 공유 방법, 현황 및 문제점, 고려

할 사항, 기능, 메이커 수업,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

악하였다. 요구분석의 결과를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높

은 상황에서 메이커 교육용 앱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확

인하였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교육을 같이했을 때 지금처럼 온라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가 지날수록 온라인상에서 자기 의사

를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도

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이커 페어 범위

를 넓히려고 했던 건 아이들 대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두달 가까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했어요. 사실 시간만 더

확보됐으면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걸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면담자 B).”

“적극적인 멘토링을 동반하는 앱은 성장 가능성이 있디고 봐

요. 1만 정도 구독자를 가진 다양한 유튜버들이 개인 장비를

사례 주요 특성 및 기능 주요 원리

퓨팅 도구, 레고 등 테마별 강

의 영상과 도전과제 제공

Ÿ 도전과제 클리어 시 스킬 획득

Ÿ 메이커 활동에

대한 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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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일부를 유료화하여 제공한다면

시공간을 극복하는 온라인의 특성상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면담자 C).”

다음으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을 개발할 경우 고

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 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상호작

용, 피드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학교에서는 학군이 어려웠고, 메이커 스페이스 연구학

교가 아니었고, 스마트 기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3년 전

이긴 하지만 30명 중에 최신형 스마트폰이 6~7명 밖에 없었

어요. 학교 태블릿을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성능이 올라갔고,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는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지만요. 가상현실도 같이 했는데 구글 카드보드를

하기에 적합한 핸드폰이 부족해서 교사 핸드폰을 빌려다가

썼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또 집에서

든 어디서든 모여서 계속 메이커 활동을 해나가는 상황이라

면 접속이나 접근의 용이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메이

커 활동이 팀 활동인데 이런 접근이 불편해지거나 형평성이

안맞으면 … 그리고 만들 때 도구를 사용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공유 활동을 하다 보

면 학교에서 안보이는 상황에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런 부분이 걸릴 수 있죠(면담자 B).”

“얼마만큼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면담자 A).”

“만드는 과정이나 협업을 도울 수 있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앱을 사용했을 때 만드는 과정과 협업을 지원해줄 수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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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공유를 하더라도 한두 가지 이 앱에만 있다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

의 수준 차이가 심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이랑 메이커

활동에 대한 호불호도 굉장히 나뉘어요. 학생들 간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이 나요.(면담자 B).”

또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

으로 안내, 다앙한 미디어의 활용, 기록, 저작권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선생님들이 메이커 활동을 잘 모르시지만 좋은 활동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보셨겠지만, 본인이

지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

뜻 용기를 못내세요. 그래서 앱 안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면담자

B).”

“길지 않은 하나의 동영상에서 공유한 내용, 배운 것, 왜 만

들었는지 등 잘 포함되었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위한 용도가 있고, 외부에 퍼블리

시했을 때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량의 확장을 불

러일으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누적하고 단계별

로 기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적시적으로 기록하고 한 번에

퍼블리쉬할 수도 있죠 … 그리고 저작권 실수하는 경우가 많

아서 공개, 비공개 기능이나 내부에서만 보기 기능이 있었으

면 해요(면담자 A).”

더불어, 주변의 전문가 커퓨니티 혹은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결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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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앱과 전문가 커뮤니티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커

들이 형성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

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면담자 A).”

“주변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한다든지 연결도 시켜주고 알

람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정보 공유의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면담자 B).”

이와 함께 학습자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모티콘이나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면담

자 A).”

“학생 스스로 단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멘토는 일정에 맞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고, 각자 주변 활

동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 제

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면담자 C).”

이상의 요구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Ⅳ

-3>과 같다.

<표 Ⅳ-3> 요구분석 결과

면담자 세부 내용 주요 원리

면담자 B
Ÿ 앱 안에 안내해줄 수 있는 것들

이 필요

Ÿ 사용자 편의성

을 고려하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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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세부 내용 주요 원리

Ÿ 사용자 편의성 고려
사용 방법에 대

한 도움말 제시

면담자 A,

면담자 B,

면담자 C

Ÿ 이모티콘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표현

Ÿ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거나

격려하는 등 기능 포함

Ÿ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의견을 이모티

콘 및 텍스트로

표현

Ÿ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피드백 교환

면담자 C
Ÿ 학습자 스스로 단계 및 목표를

설정

Ÿ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목표 수

립 및 활동 유

도

면담자 A,

면담자 B,

면담자 C

Ÿ 주변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결

Ÿ 초·중·고 약 100명 정도의 인플루

언서 교사를 통해 유형, 무형의

자산들, 선생 간 커뮤니티, 학생

워크숍 경험 등 노하우 전수

Ÿ 적극적인 멘토링 동반

Ÿ 주변 메이커 스

페이스 및 전문

가 커뮤니티와

의 연결을 통한

노하우 전수

면담자 A,

면담자 C

Ÿ 저작권 및 초상권 고려

Ÿ 공개/비공개 기능

Ÿ 외부 퍼블리시 기능

Ÿ 무료 이미지, 무료 폰트 연계

Ÿ 저작권에 대한

기능 고려

면담자 A,

면담자 C

Ÿ 사진, 글, 동영상 형태로 기록

Ÿ 적시적으로 기록하고 한 번에 게

재

Ÿ 정성적 평가 실시

Ÿ 메이커 활동에

대한 적시적 기

록

Ÿ 기록을 통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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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결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 사례분석, 요구분석을 통해 공유 활동을 지원하

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원리를 적용한 앱

의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능과 기능 구현 방안을 설계원리에 포함

하였다.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는 설계원리 전반, 개별 설계원리,

설계원리를 적용한 예시 화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적

타당화 검토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 경우 크게 설명력,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각 항목에 대

한 타당화 결과는 설명력(M=3.29, SD=0.76), 타당성(M=3.14, SD=0.90),

유용성(M=3.14, SD=0.90), 보편성(M=3.29, SD=0.49), 이해도(M=3.14,

SD=0.69)인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 문항에서 3점이 ‘그렇다’를 의미

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용 타당도의 경우 보편성(CVI=1.00)이 가장 높은 타당성을

나타냈다. 또한 타당성(CVI=0.71)과 유용성(CVI=0.71)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CVI가 0.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정자간 일치도의 경우 0.60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당성과 유용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타당성과 유용성 측

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표 Ⅳ-4>와 같다.

면담자 세부 내용 주요 원리

Ÿ 성찰 측면에서 긍정적 찰 유도

면담자 C
Ÿ 매일 과제를 제시

Ÿ 상황 제시

Ÿ 지속적인 문제

상황 및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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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및 개선 사항

전문가 검토

의견
개선 사항

표현 및

내용 진술

수정

Ÿ 설계원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의 원리’로 표현 통

일

Ÿ 설계원리와 지침을 기술할 때 ‘~하기 위해 ~하라’로

진술

Ÿ 기능 구현 방안에 작성된 내용은 지침을 설명하는

부가 내용으로 보여 기능 구현 방안에 작성되어 있

는 내용들을 지침으로 수정 고려

Ÿ 공유 활동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으나 ‘활용’이 강조

되므로 교육용 앱 ‘설계’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수정

Ÿ 설계원리를 보고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수정

Ÿ 보편성과 이해도의 측면에서 타겟의 관점을 반영하

여 쉬운 표현으로 수정

예시 및

설명 추가

Ÿ 각 원리별 혹은 지침별 예시 제시

Ÿ 앱이 사용되는 맥락, 사용자, 사용 이유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정보 필요

설계원리

차별화

Ÿ 설계원리가 다른 교육용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므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로

특화되도록 수정

구분
Ÿ 구성요소 별 원리가 나와야 하므로 구성요소와 설계

원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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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는 각각의 설계원리와 기능,

기능 구현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7개

의 설계원리와 15개의 세부 원리, 그리고 각각의 기능과 기능 구현 방안

으로 구성된 초기 설계원리의 각 항목에 대한 타당화 결과, 평균은 최소

2.71점에서 최대 3.57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원리

중 6개 항목에 대한 CVI가 0.80 미만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IRA도 0.60으로 0.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점수가 낮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 의견과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및 개선 사항

전문가 검토

의견
개선 사항

표현의 명확

화 및 구체

화

Ÿ ‘1. 도움말 제시의 원리’는 메이커 교육 앱의 설계를

위한 특성이 강하므로 공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안내나 도움말 제시의 특성을 내용적으로 강조

Ÿ 원리 1.1. ‘도움말 또는 시연 동영상 등을 통해 공유

활동을 위한 활용을 안내하라’로 수정

Ÿ 원리 2.2. ‘(구체적인 기능이나 활동)을 제공하여 동

료 학습자의 지식 구조를 탐색하도록 하라’로 수정

Ÿ 원리 3.2. 교사, 동료 등 피드백의 주체와 메이커 활

동이 팀 혹은 개별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드러나

도록 수정

Ÿ 원리 4.2. 도전적인 과제의 제공은 메이커 교육용

전문가 검토

의견
개선 사항

Ÿ 설계원리와 설계지침의 두 개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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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의견
개선 사항

앱의 활용 방안에 가까우므로 제목을 고려하여 교

육용 앱 설계에 초점 맞춰 수정

Ÿ ‘5. 기록의 원리’에 원리의 표현이 성찰이랑 기록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

Ÿ 원리 5.1. ‘글쓰기’, ‘댓글쓰기’ 기능만 보면 성찰이나

학습 내용을 기록하는 기능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

므로 기능 이름이나 기능 자체를 구체화

Ÿ 원리 5.1. ‘사용자의 학습 내용과 배운 점을 기록하

게 하기 위한 "메뉴/영역"이 필요하다.’ 등 UI 형태

가 연상될 수 있도록 기술

Ÿ 원리 7.2. 연결의 의미를 강조

용어 수정

Ÿ ‘2. 관계 형성의 원리’를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리’

로 수정

Ÿ ‘3. 피드백의 원리’를 공유 활동과 메이커 교육의 특

성이 강조되도록 수정

Ÿ ‘6. 모니터링의 원리’를 ‘공유 활동 데이터 확인성의

원리’로 수정

유사한 내용

구분

Ÿ 원리 1.1.과 1.2.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

리 1.1은 시연, 1.2는 기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

Ÿ 원리 5.1과 5.2의 내용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강조

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정

내용 보완

Ÿ 원리 2.2. 지식 구조는 ‘메시지’, ‘댓글쓰기’ 외에도

마인드맵, 산출물, 성찰 등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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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타당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설계원리의 구성을 ‘설계원리’와 ‘상세 설계지침’

의 두 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표현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위하여

용어 및 기술 방식을 통일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계원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의 원리’로 표현을 통일하였으며, 설계원리의 마지막은 ‘~하

라’로 진술하였다. 또한, 기능 구현 방안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을 상세 설

계지침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활용’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을 교육용

앱 ‘설계’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점수가 낮았던 타당성

과 유용성 측면을 보완하고 설계원리를 차별화하기 위하여 공유 활동,

메이커 교육, 앱 설계의 특성이 강조되도록 수정하였다. 넷째, 설계원리

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강조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표현을 수정함으

로써 유사한 내용을 구분하였다.

3)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

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커 교육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메이킹 경험과

지식, 기술, 결과물 등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선행문헌 검토, 사례분석, 요구분석을 시행하고 설계원리를 확

인하였다. 이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적 타당성을 검토받았으며 전문가

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총 7

개의 설계원리와 14개의 상세 설계지침은 <표 Ⅳ-6>과 같다.

전문가 검토

의견
개선 사항

Ÿ ‘4. 게임화의 원리’에 게임화의 특성이 더 강조되도

록 재미, 도전, 보상의 세 가지 요소 포함

Ÿ 원리 7.3. 주변 메이커 정보가 포함하는 정보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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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설계원리 및 상세 설계지침

설계원리 및 상세 설계지침

1. 안내된 공유 활동의 원리

: 앱의 기능과 특징을 안내하여 메이커 활동 중 지식, 기술, 방법, 경험

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1.1. 시연 혹은 안내 동영상을 통해 공유 활동을 위한 앱 활용 방법을

안내하라

1.2. 앱의 구체적인 기능 및 특징을 빠르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라

2.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리

: 메이커 활동 시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도

록 설계한다.

2.1.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습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2.2. 프로젝트 구성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의 지식 구조를

탐색하도록 하라

3. 상호 피드백 교환의 원리

: 생각하기(Thinking), 만들기(Making), 개선하기(Improving)의 메이킹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동료 학습자들 간의 피드백 교환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3.1.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나 간단한 문구를 선택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라

3.2. 프로젝트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긍정 및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라

4. 놀이성의 원리

: 재미, 도전, 보상 등의 게임 요소를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공유 행동을 촉진하도록 설계한다.

4.1. 어렵지만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인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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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교육 환경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앱 설계·개발에 적용된

최종 설계원리는 ‘안내된 공유 활동의 원리’,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리’,

‘상호 피드백 교환의 원리’, ‘놀이성의 원리’, ‘활동 기록의 원리’, ‘공유 활

설계원리 및 상세 설계지침

4.2.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보상 및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라

5. 활동 기록의 원리

: 메이킹 지식과 과정, 산출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성찰하도

록 설계한다.

5.1. 메이커 활동 중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텍스트, 사진, 동영상,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라

5.2. 학습자의 활동 기록을 통해 메이킹 경험과 학습 내용을 상기하고

성찰하도록 하라

6. 공유 활동 데이터 확인의 원리

: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진행도 및 결과를 시각화하여 학습자가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1. 메이커 프로젝트의 진행도와 프로젝트 미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라

6.2. 학습자가 누적된 공유 활동 데이터를 확인하여 공유 수준 및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라

7.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리

: 온라인에서의 메이커 활동과 오프라인에서의 메이커 활동이 유기적

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1. 시공간의 구애 없이 우연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긍정적인

메시지를 푸시 알림으로 발송하라

7.2.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습자 주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하도록 하라



- 79 -

동 데이터 확인의 원리’,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리’로 구성되며 각 설계

원리는 2개의 상세 설계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설계

원리와 개발 지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내된 공유 활동의 원리는 앱을 활용하여 메이커 활동 중의 지

식, 기술, 방법, 경험 등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앱에 대해 안내하는

기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앱에 진입하는 학습자를 위해 앱

의 핵심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앱

의 개별적인 기능과 사용 방법은 도움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

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리는 메이커 활동 중에 프로젝트 구성원

들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

보나 기술, 경험을 보유한 동료 학습자 혹은 프로젝트 리더와 상호작용

하면서 메이커 활동 중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프로젝트 구성원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

식 구조를 이해하고 수행한 과제 혹은 메이커 활동에 대한 의미와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셋째, 상호 피드백 교환의 원리는 반복적으로 메이커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학습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칭찬하기, 격려하기, 공감하기, 해결책 제시하기 등 메이커 활동

중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 문구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

을 표현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며,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소

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 구성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놀이성의 원리는 재미, 도전, 보상 등의 게임 요소를 적용하여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일상생

활 속 불편함, 사회적 이슈 등의 비구조적인 문제를 메이커 활동을 통해

해결하도록 세부미션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유 욕구와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디지털 배지를 제공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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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다섯째, 활동 기록의 원리는 메이킹 지식과 과정, 산출물을 다양한 방

식으로 기록하고 성찰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공유하

고 싶은 작품 동영상,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메이커 활동 시 참고할 수

있는 파일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텍스트,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 포맷을 지원해야 한다. 자신의 공유 기록을 확인하여 메이커 활동

과정 중 느낀 점이나 겪었던 어려움, 작품의 개선 사항 등을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공유 활동 데이터 확인의 원리는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진행도

및 결과를 시각화하여 학습자가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TMI의 메이킹 단계 별 미션 달성도를 즉각적으로 반영

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자 스스로 공유 수준을 점검하도록 활성화된 디지털 배지와 누적된 공유

활동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일곱째,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

는 메이커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실 안과 밖에서의 메이커 활동을 연계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혹

은 해결안을 즉각적으로 공유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위치 및 지리 정보를 기

반으로 주변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도 위에 마커로 표시하고, 마커를 클

릭할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의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해야 한다.

이상의 설계원리를 기반으로 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

한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 전용 앱

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은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개발 지침

번호 개발 지침
관련된

설계원리
1 학습자가 핵심 기능을 학습하도록 첫 실행 시 온보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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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개발 지침
관련된

설계원리

딩(Onboarding) 화면을 워크스루(Walkthrough)로

구성한다.
1

2
학습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앱의 개별적인 기능과 특

징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한다.

설계원리

1

3

학습자가 TMI 메이킹 단계에 따라 메이커 활동을

수행하면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도록 이모티콘, 간

단한 문구, 텍스트 입력 기능을 구현한다.

설계원리

2, 3

4

프로젝트 미가입 상황에서 TMI 메이커 활동 단계

와 미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미션 달성 처리

는 프로젝트에 가입된 멤버만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설계원리

3

5

생각 나누기 상세 화면에서 이모티콘 혹은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 프로젝트 상세

화면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입력되도록 처리

한다.

설계원리

2, 3

6
프로젝트 생성 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미션을

함께 등록하도록 한다.

설계원리

4

7

미션 달성률, 프로젝트 진행도, 생각 나누기 횟수,

생각 나누기 입력 종류 등을 자동 계산하여 학습자

의 활동에 따라 디지털 배지가 활성화되도록 구현한

다.

설계원리

2, 3, 4, 6

8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배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설계원리

4

9
학습자가 활성화된 디지털 배지를 대표 배지로 설정

하여 가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하도록 구현한다.

설계원리

4, 6

10

메이커 활동 중 다양한 정보, 기술, 자료를 공유하도

록 텍스트,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 포맷을 지원한

다.

설계원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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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토타입 구현

프로토타입은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주요 화면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

다. 먼저, 세부적인 UI, UX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함되어야 하

는 요소,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와이어프레임(Wireframe)을 제작하였다.

와이어프레임 제작을 위하여 Keynote와 Adobe XD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낮은 충실도(low-fidelity)를 지닌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기 전에 빠르게 프로토타

입을 구현하여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프로토타입은 InVision이라는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활용하였고,

화면에 영역을 지정하여 다른 화면과 연결되도록 하고 클릭 시 해당 화

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Ⅳ-9]은 설계원

리 5를 적용하여 구현한 활동 기록하기 화면이다. 메이커 활동 중에 떠

오르는 아이디어, 학습자가 알고 있는 정보, 최종 작품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글의 제목 및 내용을 입력하고, 저작권에

동의한 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Ⅳ-10]은 설계원리 4와 6을 적용하여 미션 화면으로 구현한 것

이다. TMI 메이킹 단계 별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미션으로 입력하도

번호 개발 지침
관련된

설계원리

11
학습자가 로그인한 계정에서 작성한 게시글, 댓글,

프로젝트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설계원리

5, 6

12
프로젝트의 세부 미션별 달성률을 종합하여 프로젝

트 전체 진척률을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설계원리

6

13

구글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 좌표 값을 추출하여 학

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명, 위치, 운

영시간, 연락처를 표시한다.

설계원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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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미션을 완수했을 경우 체크박스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이 변

경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Ⅳ-9] 활동 기록하기

화면(설계원리 5)

[그림 Ⅳ-10] Thinking 단계 미션

화면(설계원리 4와 6)

[그림 Ⅳ-11]은 설계원리 7을 적용하여 구현한 주변 메이커 화면이다.

예를 들어, 만들기 위한 도구가 학교에 없거나, 메이커 스페이스 소속 전

문 메이커에게 최종 산출물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표

시되고 메이커 스페이스명과 운영시간, 이용료, 전문 메이커,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Ⅳ-12]은 설계원리 4와 6을 적용하여 구현한 챌린지 배지 화면

이다. 배지명과 배지 이미지, 배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공유행동과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비활성화된 배지는 회색으로, 활성화된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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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컬러로 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공유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Ⅳ-11] 주변 메이커

화면(설계원리 7)

[그림 Ⅳ-12] 챌린지 배지

화면(설계원리 4와 6)

다. 초기 사용성 평가 결과

1) 교수자 반응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초기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교수자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나, 메이커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실천 의지가 있는

현장 교사 총 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

토타입의 주요 화면을 설명한 후 강점, 약점,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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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8>과 같다.

<표 Ⅳ-8> 프로토타입에 대한 교수자 대상 초기 사용성 평가 결과

구분 내용 빈도

강점

물리적 공간의 한계 보완 3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성 3

메이킹 과정의 단계별 안내 및 진행도 확인 2

메이커 전문가와의 연결로 인한 학교 밖 사회로의

확장
2

메이커 교육의 취지에 부합 1

공유한 기록이 교과 평가에 유용함 1

세대의 트렌드 반영 1

적극적인 참여 유도 1

약점

기능의 레퍼런스 확인이 어려움 2

쉬운 용어로 변경 1

공유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 미흡 1

개인 정보 고려 필요 1

개선점

유형별 분류 기능 추가 2

더보기 화면에 내용 추가 2

배지 내용 보완 2

챌린지 미션 내용 추가 1

임시 저장 기능 추가 1

주변 메이커 스페이스 지도 상세화 1

메이킹 단계에서 중요한 Tinkering 추가 1

공유를 위한 어포던스 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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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발한 프로토타입의 강점으로 물리적 공간의 한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인데요. 교사가 중간 과정에서 피드백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공간이 넓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교사용 테이블이 있고 6분단이 있으면 시

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

실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앱으로 차분하게 교사에게 채팅

을 걸거나 쪽지를 보낼 수 있어요(교수자 A).”

“‘탐색하기’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 공간에 모여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교수자 B).”

“자기가 만든 걸 공유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

폼을 설계하신 거잖아요. 모바일로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도록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교수자 C).”

또한, 메이킹 과정을 TMI로 안내하고 진행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

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이커 활동이 연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하잖아요.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니까 프로젝트 세부에 있

는 과제들도 ‘생각하기’ 다음부터 ‘만들기’와 ‘개선하기’를 왔

다 갔다 하니까 세부 과제를 이렇게 표현한게 참 잘 된 것

같아요(교수자 B).”

“체계적으로 메이킹 단계에 따라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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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했다는 게 좋은 것 같구요. 프로젝트 완성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서 자신의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완성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뭘 하면 되겠구나 가늠해볼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팅커캐드에 접속해서 모델링 하는

게 20% 됐구나 제시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구요(교수자

C).”

더불어, 메이커 전문가와 연결되어 학교 밖 사회로 확장해나갈 수 있

도록 실마리 제공하며, 과정마다 공유할 수 있어 메이커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록에 남아 교과 평가에 유용하고, 세대 트렌드 반영하였으

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점으로는 챌린지를 구성하는 기능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배지는 정말 잘 제시해준 것 같은데 어디 레퍼런스

에서 가져온 건지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함양시켜주고자 하는 배지를 넣으셨을 것

같은데요.(교수자 C).”

또한,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심미성’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K-12 맥락으로 정하셨다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지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었을 때 뭘 해

서 얻었는데 배지가 뭔지 알아야 더 하고싶다 이렇게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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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까요(교수자 C).”

또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혹은 기능이 전면에 드러나야 한다

는 점도 확인되었다.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이라고 했어요. 근

데 전반적으로 메이킹 활동을 TMI 따라서 가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이 전면에 잘 드러나야해요. TMI 모형

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뭘 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공유

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교수자 C).”

이와 더불어, 앱을 개발할 때 개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주변 메이커 정보 보면 전화번호가 없긴 해서 다행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보

가 있어야 하는지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교수자 D).”

다음으로 개선점으로는 학급, 도구, 분야, 지역 등 유형별 분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메이커라는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분야를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봉틀도 사용할 수 있고, 요리하는 분야, 아니면

3D 프린터인데 요리 분야 푸드 프린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자 A).”

“학교에서 쓰면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 시간에 수업을 할 때

피드백을 주는 거라서 반별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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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프로젝트 하나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

끼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아이들이 포스트를 쓸 때 해쉬태그(Hashtag)

를 만들고, 해쉬태그를 클릭하면 같은 프로젝트끼리 보게 하

면 되게 연결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교

수자 A).”

“지금은 완전히 개방된 형태라서 누가, 어디서 어떤 프로젝

트를 하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프로젝트명이라든지, 학급

이라든지, 지역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한테 접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 초

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

나, 아니면 연구회 같이 해보면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뜨

면 앱의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 좋은 정보를 놓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가 어떨 땐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너무 올린 글이 빨리 지나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메

이커 활동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런 장치들이 조금 들어가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교수자 B).”

2) 학습자 반응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대상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메이커

교육 경험이 있는 G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총 5명을 선정하였다. 학습자

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설명하고 개발한 프로토타입의 주요 화면을 설명

한 후 강점, 약점,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의 반

응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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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대상 초기 사용성 평가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 혹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학습자 A).”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걸 올리고 의견을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학습자 C).”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학습자 D).”

“SNS처럼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

도 좋구요(학습자 E).”

또한, 미션 혹은 배지 기능이 학습 의지와 성취감을 제고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미션이 있어서 깨고 싶은 의지가 많아질 것 같아서 좋구요.

배지도 뿌듯할 것 같아요(학습자 B).”

구분 내용 빈도

강점

의견 및 아이디어 공유 4

미션/배지 기능의 의지 및 성취감 제고 3

주변 메이커 혹은 부품 관련 정보 수집 2

약점 저작권 미표시 1

개선점
미션 수정 및 추가 2

디자인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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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랑 같은 생각인데 배지하면 성취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

아요. 배지가 좋은 것 같아요(학습자 C).”

“미션 같은 걸 깨면 학생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D).”

주변 메이커 혹은 부품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

다.

“원래는 메이커나 그런 거 잘 찾을 수 없잖아요. 메이커 지

도가 있어서 쉽게 찾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학

습자 A).”

“주변 메이커 기능이요. 부품 없는데 찾기 힘들거나 정보 없

을 때 찾을 수 있어요(학습자 D).”

약점으로는 업로드한 포스트 혹은 결과물에 대하여 출처를 알 수 없

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가끔은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들한테 의존하는 경우

가 있을 것 같아요. 과제 같은 거 하다보면 나무위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자기

의견인 것 마냥 한 걸 방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학습자

A).”

개선점으로는 미션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학생들이 미션을 오래할 수도 있어서 시간제한이 있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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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어요. 하루 몇 시간만 할 수 있다든지요(학습자 B).”

“조금만 애들이 미션을 좋아해서 빨리 끝낼 수 있어서 한 두

개 정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학습자 E).”

또한, 앱의 색상 혹은 폰트 등 디자인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확

인하였다.

“폰트가 무채색이고, 고딕체고 다른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요. 폰트를 어린이들한테 조금 딱딱한 폰트 말고 부드러운

걸로 바꾸는 거랑 색깔을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학습자

A).”

“지금은 무채색인데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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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산출물

가. 구조 및 기능

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연구 Type 1의 절차에 따라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선행문헌 검토, 사례분석, 요구분석, 내적 타당화 결과를

종합한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을 구현한 형태이다. 최종 산출물로 개발

한 앱의 흐름도(Flowchart)는 [그림 Ⅳ-13]과 같다.

[그림 Ⅳ-13] 최종 앱 흐름도(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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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명칭은 만들고 공유한다는 의미로 ‘메이크쉐어(MakeShare)’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Martinez와 Stager(2013)의 TMI 모형의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TMI는 메이킹 과정을 Thinking(생각하

기)-Making(만들기)-Improving(개선하기)의 세 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TMI 각각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그리고 주변 메이커 스페이스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

할 경우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메이커 교육 역량

과 관련한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 메이커 뉴스 및 메이커 행사 소식을

접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최종 앱의 개별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최종 앱의 기능명 및 기능 설명

기능명
기능 설명

Depth 1 Depth 2

Onboarding

Splash 서비스 특징을 담은 화면 노출

Walkthrough
최초 실행 시 앱에 대한 간략한 안내

동영상 재생 가능

Login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혹은 프로필 이미지, 이름, 이메일,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홈 최신 활동
사용자의 최신 활동을 시간 순으로 표

시

탐색

프로젝트 프로젝트 리스트 표시

주변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 이름,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 표시

+ 공유하기

프로젝트 선택, 게시글 제목, 내용, 첨

부파일, 태그 입력, 저작권 동의, 게시

글 저장 혹은 게시

챌린지 배지 전체 배지 리스트에서 활성화된 배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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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컨셉

초기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앱의 전체적인

색상과 폰트 디자인을 변경하였다. 먼저, 배경색은 흰색인 #FFFFF로 하

였으며,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을 주조로하여 #FF2D55, #FFBE2C,

#3390FF, #090707 색상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버튼 클릭

행동을 유도하는 CTA(Call To Action) 버튼의 경우 파란색으로 설정하

여 시각적으로 강조하였다. 색상 샘플과 색상코드 값을 적용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색상 적용 사례

다음으로, 텍스트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고딕체 계열 중에서 깔끔하고

비활성화된 배지 표시

더보기

내 활동 기록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표시

내 댓글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 표시

내 프로젝트 사용자가 가입한 프로젝트 표시

공지사항 앱 관련 공지

메이커 소식 메이커 뉴스 및 메이커 행사 안내

도움말
교수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 학습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

설정 약관 및 정책 확인, 로그아웃

색상 샘플 색상코드 값 내용

#FFFFF 배경색

#FF2D55

주조색
#FFBE2C

#3390FF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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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고도체를 사용하였다([그림 Ⅳ-14] 참고). 앱의 전

체적인 폰트와 앱 아이콘의 폰트를 고도체로 통일하였다. 앱 아이콘은

문자로만 표현한 텍스트형 앱 아이콘으로 앱의 이름과 메인 색상을 사용

하여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Ⅳ-15] 참고).

[그림 Ⅳ-14] 고도체 적용 예시 [그림 Ⅳ-15] 고도체와 메인

색상을 적용한 앱 아이콘

다. 화면 구성

1) 온보딩 화면

[그림 Ⅳ-16] Splash 화면 - 1 [그림 Ⅳ-17] Splash 화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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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시 2개의 Splash 화면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첫 번째 Splash

화면에서는 로딩이 진행되는 동안 앱의 로고가 약 2~3초간 표시된다. 짧

은 시간 내에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표시하여 앱의 아이덴티티를 부

각시키는 동시에 기대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두 번째 Splash 화면에

서는 Lottie와 앱의 캐치프레이즈를 함께 표시하였다. 메이커 활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레고 블록이 연상되도록 블록 5개가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Lottie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무엇이든 만들고 공

유해보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삽입하여 앱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그림 Ⅳ-18] Walkthrough 화면 [그림 Ⅳ-19] 로그인 화면

Splash 화면 이후에 Walkthrough 화면이 나타나도록 구현하였다.

Walkthrough 화면은 처음 앱에 진입하는 학습자가 앱의 핵심적인 기능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형태로 구현하였다. 튜토리얼 영상의 재

생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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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계정이 없다면 ‘새 계정 만들기’를 통해 프로필 이미지,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할 수 있다. 계정을 생성한 경우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도록 하였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홈

화면으로 입장하게 된다. 만약 로그인한 이후에 앱 종료 시점에서 로그

아웃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실행 시 Walkthrough 화면과 로그인 화면은

호출되지 않도록 구현하였다.

2) 홈 화면

[그림 Ⅳ-20] 홈 화면의 게시글 [그림 Ⅳ-21] 게시글 상세 화면

홈 화면은 학습자가 공유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게시글에서 학습자들이 공유한 정보 혹은 궁금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신규 게시글이 가장 상단에 표시되도록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글

을 작성한 회원의 프로필 이미지, 회원명, 게시글 제목, 게시글 내용,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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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일자, 첨부파일, 좋아요 개수, 댓글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게시글을 클릭할 경우 [그림 Ⅳ-21]과 같은 화면이 호출된다. 상세

화면에서는 태그와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단계가 함께 표시되도록 하였

다.

[그림 Ⅳ-22] 작성된 댓글 화면 [그림 Ⅳ-23] 댓글 상세 화면

또한, 학습자의 댓글과 댓글의 좋아요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생각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면 댓글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모티

콘 혹은 문구를 선택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작

성 이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그림 Ⅳ-22] 화면으로 이동하며,

해당 화면에서 다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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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필터 기능 [그림 Ⅳ-25] 검색 기능

홈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필터’ 버튼을 클릭할 경우, [그림 Ⅳ-24]

과 같이 필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게시글에 특정 지역의 이름이

언급되었거나 혹은 프로젝트의 활동 지역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지

역을 기준으로 필터링되도록 구현하였다. 학습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인

근 메이커가 공유한 정보를 확인하고 협업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접

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입력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

역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분류되어 나타나게 된다. ‘필터’ 옆의 ‘검색’ 버

튼을 클릭할 경우, [그림 Ⅳ-25]과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된

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일치하는 단어를 포함한 게시글이 출력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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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 화면

[그림 Ⅳ-26] 프로젝트 탐색 화면 [그림 Ⅳ-27] 프로젝트 상세 화면

탐색 화면은 ‘프로젝트’와 ‘주변 메이커’로 구성하였다. 먼저 프로젝트

탐색 화면에서는 학습자가 생성한 프로젝트 목록을 탐색할 수 있다. 프

로젝트의 이미지와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소개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프로젝트를 클릭할 경우 [그림 Ⅳ-27]과 같이 프로젝트 상

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프로젝트의 리더, 활동 지역, 기간, 프로젝트 진행도를 추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TMI의 메이킹 과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TMI 단계는 카드 디자인 형태로 구현하였다. 작은 모바일 화면 특성상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담을 수 없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로 가는 진입점으

로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헤드라인으로 각 단계의 명칭을 빨간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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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으며, 각 단계에 텍스트 및 링크를 포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단계별 설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T, M,

I 중 특정 단계를 클릭할 경우 해당하는 단계의 미션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Ⅳ-28] Thinking 단계의

미션리스트

[그림 Ⅳ-29] Making 단계의

미션 리스트

[그림 Ⅳ-28]과 [그림 Ⅳ-29]는 각각 Thinking 단계와 Making 단계에

서 수행해야 하는 미션의 예시 화면이다. 학습자가 미션을 완료하고 체

크 버튼을 클릭하면 회색 체크 버튼이 노란색으로 변경되어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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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프로젝트 생성(1/3)

화면 - 1

[그림 Ⅳ-31] 프로젝트 생성(1/3)

화면 - 2

프로젝트 탐색 화면에서 ‘+’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생성 화면이

호출된다. 프로젝트 생성 화면은 총 세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화면에서는 학습자가 메이커 활동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나 만들

기 주제 등을 프로젝트 제목에 입력하고,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기간

을 입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T, M, I 각각에

서 수행해야 하는 미션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Ⅳ-31]에

서 ‘+’ 버튼을 클릭할 경우 미션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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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2] Making 단계의

미션 입력 화면

[그림 Ⅳ-33] 프로젝트 생성(2/3)

활동 지역 설정 화면

[그림 Ⅳ-32]는 Making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미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다. 미션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프

로젝트 생성 화면에 미션이 등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

서 ‘다음(1/3)’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Ⅳ-33]과 같이 활동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학습자의 위치를 찾아 선택한 후 ‘다음

(2/3)’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프로젝트 생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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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프로젝트 생성(3/3)

대표 사진 등록 화면

[그림 Ⅳ-35] 주변 메이커 탐색

화면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프로젝트 대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의 대표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갤러리

에서 업로드하여 등록하도록 구현하였다. 등록을 마치고 ‘다음(3/3)’ 버튼

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된다. 다음으로, 탐색 화면에서 ‘주변 메이

커’ 탭을 클릭할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가 마커로 표시된다. [그림 Ⅳ-35]

과 같이 마커를 클릭하면 메이커 스페이스의 이름과 상세 위치, 운영시

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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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하기 화면

[그림 Ⅳ-36] 공유하기 화면 - 1 [그림 Ⅳ-37] 프로젝트 선택 화면

하단 탭 바(Tab bar)의 가운데에 파란색 ‘+’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하

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유하기 화면은 프로젝트 선택, 제목 및 내

용 입력, 파일 첨부, 태그, 저작권 동의하기로 구성하였다. ‘프로젝트 선

택하기’를 클릭하면 [그림 Ⅳ-37]과 같이 자신이 가입된 프로젝트 중 하

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 버튼을 클릭하면 호출되는 프로젝트 생성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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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8] 공유하기 화면 - 2 [그림 Ⅳ-39] 저작권 동의 화면

파일 올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메라 촬영’, ‘사진’, ‘동영상’, ‘문서’

중 선택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이미지 또

는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나 영상 파일, 파일 앱에 있는 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프로젝트 선택을 완료하고 게시글의 제목

과 내용을 입력한 후 사진 파일을 첨부하였다면 [그림 Ⅳ-38]과 같은 형

태로 표시된다. 저작권 기능의 경우 [그림 Ⅳ-39]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 CC 라이선스 중

에서도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를 적용하여 저작자

와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변경하거나

다른 창작물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게시글을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저장’ 혹은 ‘게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저장’은 글을 게시하기 전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며, ‘게시’는 즉시 글을 게시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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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챌린지 화면

[그림 Ⅳ-40] 챌린지 화면의

디지털 배지

[그림 Ⅳ-41] 획득한 배지 상세

화면

챌린지 화면에서는 학습자가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가 표시된다.

디지털 배지는 메이커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지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배지 종류는 ‘도전정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

관리능력’, ‘도구활용능력’, ‘창의성’으로 구성된다. 배지의 획득 조건을 달

성했을 경우 흑백의 아이콘이 컬러로 변경되어 활성화된 배지를 시각적

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대표 배지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더보기’ 화면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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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보기 화면

[그림 Ⅳ-42] 더보기 화면 [그림 Ⅳ-43] 내 활동 기록 화면

더보기 화면은 프로필 이미지와 사용자명, 연락처, 대표 배지, 내 활동

기록, 내 댓글, 내 프로젝트, 공지사항, 메이커 소식, 도움말, 설정으로 구

성된다. 획득한 배지 중 자랑하고 싶은 대표 배지를 설정하면 더보기 화

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

트 사항 등의 앱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이커 소식에

서는 메이커 뉴스 및 지역 행사, 메이커 페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도움말에서는 앱의 구체적인 기능을 빠르게 습득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와 학습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

를 제시하였다. 설정에서는 약관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계정에서 로

그아웃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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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사용성 평가 결과

최종 사용성 평가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이 실제

사용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가를 검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는 초등학

교 5학년으로 메이커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사전 메이커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사용성 평가가

진행된 장소는 일반 영어 교실로 멀티탭과 3D 펜, 충전기, 필라멘트, 도

안, OHP 필름, 태블릿 PC가 구비되어 있었다. 학습 주제는 ‘3D펜으로

학교 만들기’로 메이커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과제 시나리오에 따라 앱

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그림 Ⅳ-44] 참고).

[그림 Ⅳ-44] 메이크쉐어(MakeShare)를 사용하는 모습

현장의 모습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성 평가 시작 전에 스마

트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또한, 과제 성공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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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화면 녹화 앱으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화면을 녹

화하였다. 동시에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앱을 사용하면

서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느낀 점,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였다. 세

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메이크쉐어의 개발 목적과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이후 사용성 평가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개별 학습자에게

안드로이드 공기계와 과제 시나리오 인쇄본을 배부하였다. 학습자는 총

8개의 과제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개별 면담과 설문을 통해 앱의 사용성

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관찰, 면담,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 5명의 과제 성공률과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가. 과제 성공률

과제 성공률(Task Success Rate, TSR)은 주어진 과제의 성공 비율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과제 성공률을 측정하여 사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Albert, Tullis, & Tedesco(2010)에서 제시한 과제 성공 여

부 측정 방법에 학습자가 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료하였는지 알아

보았다. 학습자가 과제를 완료했을 경우 ‘1’, 실패했을 경우 ‘0’으로 코딩

하여 평균값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세부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세부 과제를 완료했을 경우에만 1로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과제 성

공률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ㅤ ㅤ시도한ㅤ모든ㅤ사용자
과제를ㅤ달성한ㅤ모든ㅤ사용자

과제의 평균은 맨 오른쪽 열에, 학습자의 평균은 맨 하단 행에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학습자가 성공한 과제의 평균은 행에 입력하였고, 개별

과제를 성공한 학습자의 평균은 열에 입력하였다. 8개의 과제에 대한 학

습자의 평균 성공률과 그래프는 각각 <표 Ⅳ-12>와 [그림 Ⅳ-4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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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학습자의 과제 성공률

[그림 Ⅳ-45] 학습자의 과제 성공률 그래프

각 과제별 성공률을 살펴보면 과제 5와 과제 8은 모든 학습자가 완료

하여 100%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과제 5는 질문글에 자신이 알고 있

는 정보를 공유하여 댓글을 입력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변 물

건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우유팩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질문글에 답변을 해주는 과제였다. [그림

Ⅳ-45]와 같이 학습자 H와 학습자 J는 유유팩 대신 물컵이나 작은 상자

를 대신 사용해볼 것을 권유하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습

과제

학습자
1 2 3 4 5 6 7 8

평균

(%)
F 1 1 0 1 1 1 1 1 87.5
G 1 0 0 1 1 1 1 1 75.0
H 1 1 1 1 1 0 1 1 87.5
I 0 1 0 1 1 0 0 1 50.0
J 1 0 1 0 1 1 1 1 75.0

평균(%) 80 60 40 80 100 60 80 10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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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과제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댓글을 작성할 때 조작하는 것이 어렵다

고 언급한 학습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과제 8은 메이커 활동을 통해 만든 최종 작품을 메이크쉐어에 공유하

는 과제였다. [그림 Ⅳ-47]과 같이 학습자 I와 학습자 J는 각각 자신이

3D 펜으로 만든 학교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하고 게시하는데

성공하였다. 학습자 F와 학습자 H도 카메라로 학교를 촬영하여 게시하

였다. 이 외에 학습자 G는 자신의 작품이 미완성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였던 최종 작품 사진을 갤러리에서 선택하여

공유하였다.

[그림 Ⅳ-46] 과제 5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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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7] 과제 8 완료 예시

과제 1, 과제 4, 과제 7의 경우, 5명 중 4명의 학습자가 완료하여 80%

의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1은 메이크쉐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첫 실행 시 핵심 기능을 가이드 영상

을 통해 익히고, 세부적인 사용법은 ‘학습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에서 학

습하도록 구성하였다. 4명의 학습자 모두 가이드 영상을 확인하고(과제

1-1), 더보기에 있는 설명서를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과제 1-2). 학습자

I의 경우, 처음 앱을 실행하였을 때 영상 재생 버튼 대신 ‘지금 시작하

기’ 버튼을 클릭하였으며, 설명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여 과제에

실패하였다.

과제 4는 메이커 활동 중 문제나 질문이 생겼을 때 메이크쉐어에 공

유하여 다른 학습자들에게 해결방안을 얻도록 구성한 과제였다. [그림

Ⅳ-48]과 같이 학습자들은 3D 펜이 굳어 필라멘트가 빠지지 않는 경우,

필라멘트를 모두 소진한 경우, 3D 펜으로 어떻게 공을 만들지 모르는 경

우 등 문제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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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7은 ‘주변 메이커’ 탭에서 학습자 주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를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과제였다. 학습

자 I를 제외한 모든 학습자들은 지도에 표시된 마커를 클릭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명과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를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 학습자

G의 경우 프로젝트 탐색과 주변 메이커 기능으로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

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볼 수 있어 매우 좋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제는 과제 3으로 성공률이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로 나타났다. 과제 3을 시도할 때 학습자들은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는 공유하기 화면은 찾았으나(과제 3-1), 인터넷

URL을 가져오거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첨부하는데(과제 3-2) 어려움

을 겪었다. 예를 들어, 학습자 I는 유튜브에 3D 펜을 검색한 후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메이크쉐어 앱 아

이콘이 나타나지 않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림 Ⅳ-48] 과제 4 완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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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9] 과제 3 완료 예시

위와 더불어, 과제 2과 과제 6의 성공률은 각각 60%로 절반이 조금

넘는 학습자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먼

저, 과제 2를 완료하지 못한 몇몇 학습자는 프로젝트 생성 화면이 어디

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과제 2-1). 탐색 화면에서 ‘프로

젝트 탐색하기’ 옆 ‘+’ 버튼을 클릭하거나, ‘공유하기’ 화면에서 ‘프로젝트

선택하기’를 클릭하고 ‘+’ 버튼을 클릭하는 두 개의 경로를 통해 프로젝

트를 생성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생성 화면은 찾았으나, TMI 단계에 미션을 입력하지 않은 학

습자도 있었다(과제 2-2). [그림 Ⅳ-50]과 같이 과제 2를 성공한 학습자

H의 경우 프로젝트 제목, 소개, 기간, 단계 별 미션 목록을 입력하고 활

동 지역 설정, 대표 사진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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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0] 과제 2 완료 예시

과제 6은 Thinking 단계의 미션 중 3개의 미션을 완료하였다고 체크

하였을 경우 배지를 획득하도록 처리하고, 획득한 배지를 대표 배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제였다. 과제를 실패한 학습자 H와 학습자 I

는 Thinking 단계의 미션 화면을 찾지 못하여 과제를 성공하지 못한 것

을 확인하였다(과제 6-1). 그러나, 모든 학습자들이 프로젝트의 진행도를

확인하였으며(과제 6-3), 다른 경로를 통해 획득한 배지를 대표 배지로

설정한 것을 확인하였다(과제 6-5).

나. 학습자 인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을 때 학습자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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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기술적

사용성에 대해 묻는 4개의 문항과 교육적 사용성에 대해 묻는 6개의 문

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총 5명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최종 사용

성 평가 설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영역 문항 수 평균

기술적 사용성 4 3.95

교육적 사용성 6 3.73

본 앱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성 평균은 3.73에서 3.95점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4점(그렇다) 혹은 3점(보통이다)에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의 사용성은

보통 이상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기술적 사용성 영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평균은 3.95점이었으며, 개별 문항 중 ‘나는 메이

크쉐어에 다양한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M=4.60)’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또한, ‘나는 메이크쉐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M=4.00)’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

였다.

<표 Ⅳ-14> 기술적 사용성에 대한 학습자 설문 결과

문항 평균

1. 나는 메이크쉐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4.00

2. 나는 메이크쉐어가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3.60

3. 나는 메이크쉐어에 다양한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생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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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개별 면담을 통해 주변 메이커 기능과 생각 나누기의 이모

티콘 및 문구 입력 기능, 배지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

을 확인하였다.

“앱에 보면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3D 펜 같은 걸 쓸 수 있

는 공간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누

기에 보면 문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구나 이모티콘이 참

좋았어요. 감정도 표현할 수가 있고 딱히 말할 게 없을 때는

여기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배지가 있는

데 배지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나 승부욕이 생겨서 좀 더 열

심히 하게 돼요. 배지를 얻으면 성취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

아요. 배지가 있음으로써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학습자

G).”

한편, ‘다양한 기능 통합’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음에도, 면

담에서 신고 기능이나 메이킹 도구 및 프로젝트 추천 기능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게임 같은 걸 보면 안좋은 말을 하면 아예 글을 못 올

리게 하거나 샾(#) 처리하는데 그런 기능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학습자 F).”

“여기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

스 말고도 3D 펜 매장 같은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한다.

4.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이크쉐어 사용법을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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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툴도 알려주

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이렇게 탐색하기도 있고, 추

천으로도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G).”

개별 문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나는 메이크쉐어

가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M=3.60)’와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이크쉐어 사용법을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예상한다(M=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면담에서 앱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

적인 의견을 모두 확인하였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공유하는 단계가 간단

하며, 앱을 사용하면서 기능을 점차 알게 되어 어려운 점이 없었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메이크쉐어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단계가 되게 어렵지 않

고 간단해요(학습자 F).”

“하면서 기능 같은 건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학습자 J).”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활동 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프로젝트 생성과

관련한 기능이 불편했다고 언급하였다. 학습자가 게시글을 작성하기 위

해서는 글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처리하였고, 프

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활동 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과제 2를

시도할 때 학습자가 스스로 위치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모

습을 관찰하였다. 개별 면담에서도 자동으로 위치가 설정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약간 도시를 찾는데 자동으로 찾아주면 좋겠

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앱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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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기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게 조금 불편했어

요(학습자 I).”

메이크쉐어의 용어나 설명이 어려웠다고 지적한 학습자도 있었다. 용

어를 직관적으로 수정하거나 학습자 수준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약간 조금 불편했던 건 댓글하는 기능은 조금 불편했지 않

았나 싶어요. 생각나누기 말고 댓글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학습자 F).”

또한, 에러가 발생하여 앱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되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학습자는 주요 공유하기 화면에서 게시 버튼을 눌렀

을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에러가 있었어요. 렉도 걸렸고 약간 게시를 할 때 자꾸 튕

겨가지고요(학습자 F).”

“렉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갑작스런 오류로 갑자기 튕겨

졌어요.(학습자 I)”

다음으로, 교육적 사용성 영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평균은 3.73점

이었으며, 개별 문항 중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프로젝트 혹은 미션의

진행도를 알 수 있다(M=4.00)’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M=3.80)’, ‘나

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할 수 있다(M=3.80)’, ‘나

는 앞으로 메이크쉐어를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

다(M=3.80)’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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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교육적 사용성에 대한 학습자 설문 결과

메이크쉐어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

였다. 또한, 공유 활동을 수행하는데 메이커쉐어가 도움이 되었으며, 공

유 활동을 통해 창작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었던게 좋았어요. 네

이버 카페에 선생님이 알림장을 올려주시는데 그건 우리 반

애들만 볼 수 있으니까 … 근데 이 메이크쉐어를 사용하면

그 지역의 어느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학습자 F).”

“재밌는 건 서로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

고 공유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구요. 공유

활동을 해서 훨씬 더 창작을 많이 하고 내가 만든 게 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학습자 G).”

문항 평균

5.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 3.80

6.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할 수 있

다.
3.80

7.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프로젝트 혹은 미션의 진행도를

알 수 있다.
4.00

8. 나는 앞으로 메이크쉐어를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다.
3.80

9.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평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3.60

10. 메이크쉐어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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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유하는 걸 친구들한테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어떤 정보를 공유해줘요(학습자 I).”

“자기가 만든 걸 생각날 때마다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

껏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앱에서 한 단계씩 가입해서 자기가 만들

고 싶은 걸 천천히 한 단계씩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았어

요(학습자 J).”

또한, 메이크쉐어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다른 사

람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작품을 모방하여 만들 수 있고 모르는 내

용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이 한 걸 모방해서 자기가 만들 수도 있구요. 남

이 만든 것도 같이 만들어볼 수 있어요(학습자 G).”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다른 사람

의 아이디어를 보고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학습자

H).”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 수 있었어요(학습자

I).”

“저는 3D 펜으로 못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작품을 볼 수 있었어요(학습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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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에서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의 공유를 촉진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선행문헌 검토, 사례분석, 요구

분석을 거쳐 설계원리와 개발 지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 지원,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

정, 메이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본 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안을 하고자 한다.

1. 논의

가. 메이커 교육에서의 공유 활동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 교육에서의 공유 활동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산출물을 완성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중원과 동료들(2016)의 TMSI 모형에서는 ‘공유

하기’, 이재호와 하희정(2016)의 SW 코딩기반 메이커 교육 교수학습모형

에서는 ‘감상적 체험과 평가’, 이지선(2017)의 디자인 사고 융합 메이커

교육 교수학습모형에서는 ‘과정의 토론과 기록’ 및 ‘클라우드 공유’, 김진

옥(2018)의 메이커 기반 STEAM 수업 모형에서는 ‘공유하기’, 이영호와

구덕회(2018)의 모방학습 기반 교수학습모형에서는 ‘발표하기’ 단계에서

공유 활동이 진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유 활동

이 주로 수업의 중반 혹은 후반부에 진행된다. 그러나 메이커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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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실체가 있는 물건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지식을 구성하는데

(Papert & Harel, 1991), 이러한 지식의 구성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학습자가 지식 및 경험을 구성하고 인지적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공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artinez와 Stager(2013)의 TMI 모형을 본 연구에 맞게 적

용하여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TMI 모형

에서 공유를 매 단계 강조하여 메이킹 과정 중 떠오르는 아이디어, 자신

의 노하우, 만들기를 통해 느낀 점,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에 대한 시행

착오, 개선 사항, 성찰 등을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공

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공유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지는 메이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시간 공유하도록 하여

메이커 교육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 맥락에서 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

하였다. 지금까지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맥락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이익을 창

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공유가 강조되는 반면, 교육

맥락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업에서 공유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성인이지만, 교육 맥락에서는 K-12 학습자에서부터 성

인 학습자까지 다양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학습자에 따라서

상이하다. 특히, 메이커 교육 맥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

는 사람,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사람, 메이킹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박찬

규, 2017) 등의 다양한 역량을 지닌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류지헌, 권숙진,

2005; 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또한, 다채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작품의 질을 제고하도록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피드백

(강인애, 최성경, 2017; 윤지현, 권지훈, 강성주, 2019)을 교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공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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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면담에 참여한 현장 교사를 통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플리케이션

의 설계 기준에 포함하고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

육 맥락에서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동

안 기업 맥락에서 이루어진 공유에 대한 연구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메이킹 과정에서의 공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수반되어

야 한다. 메이커 교육은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는 메이커 정신(Maker

Mindsets)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메이커 문화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

진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되어 왔

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강인애, 최성경,

2017).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 활동에 참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창작물

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Martin, 2015). 게다가, 학교 밖의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설 메이커 스페이스는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혹은 커뮤니티와는 차이가 있다. Godhe와 동료들(2019)은 교실 안

메이커 활동이 거의 자발적이지 않으므로 항상 높은 수준의 사전 계획과

조직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데 익

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메이

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공유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유가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익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메이커 교육에서 촉진자(facilitator)이

자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 교사가 공유 활동의 의미와 공유 방법을 친절

하게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자세를

기르게 되며, 함께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메이커 정신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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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유 활동 시 저작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나 개인 정보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독창적

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창작물을 제작하는 메이커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메이커들의 커뮤니티와 공유 네트

워크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공유에 뒤따르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이슈

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신현우, 이광석, 2017). 인터넷상으로

공유되는 정보는 수정이 용이하며, 복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김동욱, 윤건, 2010). 저작권 문제는 공유를 확산하

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김동욱, 윤건, 2010), 메이커 교

육에서 공유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요구분석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을 통해

메이커 활동 시 저작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초기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표절의 우려에 대하여 언급하면

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어플

리케이션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의 저작권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구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학생들은 저작권이 어떤 목적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버튼에 체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이

용 규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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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정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정

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개발연구 Type

1 방법론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절차가 앱 개발 과정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Type 1 연구는 대체로 분석에서부터 설계, 개발, 평

가의 전체 과정을 다룬다(Richey & Klein, 2005). 이러한 개발 연구의

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교수설계 모형으로 알려진 ADDIE 모형의 절차와

유사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ADDIE 모형을 사용하였다(Stapa & Mohammad, 2019)

김성희와 동료들(2016), 조주한과 동료들(2013), Cho와 동료들(2014)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 설계, 개발, 실행과 평가의 절차에 따라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문헌 분석, 사례분석, 요구분석을 실

시하고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원리와 개발 지침을

확립하였다.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은 저 충실도를 가진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데 적용되었다.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착

수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초

기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고 최

종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앱에

대하여 다양한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설계·개발연구 Type 1과 분석, 설계, 개발, 실

행과 평가의 절차에 따라 앱을 개발함으로써 앱을 반복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 사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나 교육

연구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절차와 과정을 상세

히 설명(Richey & Klein, 2005)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검증된 설계원리가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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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범위와 대상을 고려하여

채택할 전략을 결정하여야 한다(Pastore, 2014).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설계 기준은 개발자 혹은 설계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Hirsh-Pasek et al., 2015)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교육용 어

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교육적 효

과를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은 소수에 불과하다

(Hirsh-Pasek et al., 2015). 특히, 메이커 교육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에 대하여 검증된 설계 기준을 제시하거나 연구에 기반하여 개발한 사

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Stevenson과 동료들(2019)은 교사가

Makers Empire 3D를 사용해보도록 하고 앱의 강점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의 구체적인 설계 기준에 관련한 내용은 부

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과 공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등의 키워드를 각각 조합하여 기저 이론과 선행문

헌을 검토하였으며, 사례 및 요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설계원리

에 종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설계원리는 ‘안내된 공유 활동의

원리’,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리’, ‘상호 피드백 교환의 원리’, ‘놀이성의

원리’, ‘활동 기록의 원리’, ‘공유 활동 데이터 확인의 원리’,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리’의 총 7개이며 각 설계원리는 2개의 상세 설계지침을 포함

한다. 이러한 설계원리를 기반으로 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계원리와 개발 지침은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학습 이론과 관련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연구와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용성 평가 시 과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과제 성공률을 측정

하는 방식이 사용성 이슈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성 평가는 통제

된 상황 하에서 제품의 실제 혹은 잠재적 사용자를 관찰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제품의 효과 및 오류,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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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Dumas & Loring, 2008). 사용성 평가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특성,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방향성

을 제시한다(나일주, 허균, 유병민, 2003). 이러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 특

정 시스템이 사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Corry, Frick, &

Hansen, 1997). 사용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관찰법, 면담법, 소리내

어 말하기, 설문지법, 비디오 분석법, 로그파일 분석법 등이 있다(이성흠,

권숙진, 이영민, 2000). 본 연구에서는 최종 사용성 평가 단계에서 관찰,

소리내어 말하기, 설문, 면담을 실시하여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사용성과 교육적 사용성을 평가

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에게 시나리오 기반의 과제를 제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완수하도록 하였다. 과제 시나리오(Task Scenario)는 사용자

가 제품을 사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절차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적 맥락에서 사용자가 과제를 어떻게 수

행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정승은, 이신혜, 이정윤, 류한영, 2009).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 중

에 획득하는 다양한 정보와 질문, 경험 등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

계원리와 개발 지침을 기반으로 총 8개의 과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관

찰하였다. 동시에 비디오 녹화와 스마트폰 화면 및 음성 녹화를 통해 학

습자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기분, 표정 등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과제의

성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후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하였는지 혹은 실패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1과 0으로 코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lbert et al., 2010). 그 결과 과제 5와 과제 8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

였으며, 과제 3이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이

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제 성공률이 가장 낮은 과제 3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이 인터넷 URL

주소를 공유하거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원인이 메이크쉐어 앱의 사용성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였다면 동영상을 공유하는 어포던스를 강화하거나,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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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사용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

다. 그러나, 메이크쉐어의 사용성 이슈가 아닌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

부족의 문제로 해당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Richey

와 Klein(2007)의 Type 1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는 개발한 교육용 앱에 대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확

인하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식과 더불어 Albert와

동료들(2010)이 제시한 과세 성과 데이터 중 과제 성공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용성 이슈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다. 메이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

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킹 과정과 산

출물을 공유하고 남기는 기록들이 현장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메이커 교육은 만들기의 기록과 공유를 지속하는 데 그 목

표가 있다(이지선, 2017). 메이커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교수설계

시 학습 내용과 반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식 축

적에 기여하고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이동국, 2019). 또한, 사진, 비디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여 제작 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필요

가 있다(김근재, 임철일, 2019).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앱에서는 메이킹

과정 중에 자신의 메이커 활동 과정과 최종 결과물에 대해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단 탭 바의 ‘+’ 버튼을 강조하여 공유 행위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의 중요성을 교수자와 학습자 입장에서 각각 확

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공유한 기록을 교과 평

가에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기록을 통해 메이킹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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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아이디어를 얻으며 제작 계획을 세울 수 있다(강

인애, 김명기, 2017).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메이커 교육용 앱을 교육 현장에 효

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메이커 교육

을 위한 학습 환경은 학교 별로 매우 상이한데, 이는 다양한 제작 도구

가 구비되어있는 메이킹 전용 공간에서부터 소수의 메이킹 도구를 이동

형 카트에 운반하는 경우(McKay & Glazewski, 2016), 장비나 전용 공

간이 둘 다 부재한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한다. 메이커 수업에 필요한 자

료를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찾고 정보를 공유할 때 교내에 무선 네트워크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구비되어있지

않다면 환경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메이커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및 모델학교 등에 시범

적으로 메이크쉐어를 활용해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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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및 결론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

구는 메이킹 과정 중에 생산되는 유익한 정보와 의견을 보다 널리 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이

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원리 및 개

발 지침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연구 문제

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원

리는 총 7개의 설계원리와 14개의 상세 설계지침으로 구성된다. 이는 ‘안

내된 공유 활동의 원리’, ‘협력적 관계 형성의 원리’, ‘상호 피드백 교환의

원리’, ‘놀이성의 원리’, ‘활동 기록의 원리’, ‘공유 활동 데이터 확인의 원

리’,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리’로 구성되며 각 설계원리는 2개의 상세 설

계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원리를 반영하여 실제적인 어플리

케이션의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총 13개의 개발 지침으로 제시하

였다.

이상의 설계원리 및 개발 지침을 구현한 최종 어플리케이션의 명칭은

‘메이크쉐어’이다. 메이크쉐어는 학습자가 TMI 모형의 메이킹 단계에 따

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최

종 화면은 총 36개로 구성되며 개별 화면은 온보딩 화면과 홈 화면, 탐

색 화면, 공유하기 화면, 챌린지 화면, 더보기 화면으로 구분하여 개발하

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기술적·교육적 사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

토하고, 효과 및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

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 사용 의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었으며 소통과

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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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체적인

설계 및 개발 과정과 설계 기준을 제공한다. 관련 학습 이론과 검증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례는 드물게 보고

되고 있다(Hirsh-Pasek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쉐어

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참고할만한 제작 과정을 상세히 기

술하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를 유목화하였으며

개별 설계원리의 상세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구체적인 어플리

케이션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 개발자 혹은 교육 연구자들을 안내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메이킹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공유 활동은 메이커 정신을 내면

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메이커 교육에서 학습자는 ‘공유하라’, ‘주라’, ‘참

여하라’, ‘지원하라’ 등의 메이커 정신(Hatch, 2013)에 기반하여 공유 활

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나눔과 공유의 정신을 실

천하고 경험해보게 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메이커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내면화하여 신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를 강조하는 메이커 정신이 발현되어 주체적으로 메이킹

과정과 지식, 경험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메이킹 과정 중에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검토한 결과 과

제 성공률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인식 또한 긍정

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용성 평가 결과를 통해 실제 메이커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한점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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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 행위와 공유의

수준을 특정 지표에 근거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

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을 개발하고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발 연구라는 특성상 실제 공유 활동을 촉진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앱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공유 의

도, 공유 태도 등 공유와 관련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 기간과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구현하지 못한 기

능과 현재 구현된 기능 중에서도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점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와 현장 교

사, 학습자를 통해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개발 기간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추

가적인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메이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경험의 공개 및 공

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은 지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시켜 메이커 교육을 위한 플랫폼의 장

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학교 혹은 지역 메이커 커뮤니티에 국한되어 있는 메이커 자원의

범위를 국내 메이커 교육 커뮤니티로 확장하고, 공개된 자원이 다시 메

이킹을 위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유 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메이커 교육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 효과

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에도 국내 메이커 공동체 내에서 지식의 선순환

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136 -

참 고 문 헌

강명희, 권용선 (2001). 지식공유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3(1), 5-25.

강명희, 윤성혜 (2015). 팀 프로젝트 학습에서 지식공유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뢰, 지식공유 의도의 예측력. 학습과학연구, 9(3),

22-46.

강명희, 이지은, 윤성혜 (2011). 팀제 운영 기업에서 구성원이 인식하는

팀 특성, 지식공유정도, 팀 성과 간의 관계규명.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3, 51-74.

강인애, 김명기 (2017). 메이커 활동 (Maker Activity) 의 초등학교

수업적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487-515.

강인애, 김홍순 (2017).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을 통한 메이커

정신(Maker mindset)의 가치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250-267.

강인애, 윤혜진, 정다애, 강은성 (2019). 메이커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내하출판사.

강인애, 최성경 (2017). 도서관 메이커 활동 (Maker Activity) 을 통한

메이커 정신: 사회관계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407-430.

고학능, 마대성 (2019). 초등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역량 탐색 및

수업모델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3(1), 97-106.

고학능, 이영준 (2019). 3D 모델링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방안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2), 43-46.

고호경 (2016). 스마트 기기 활용 시니어 수학 앱 개발을 위한 어포던스

설계 전략. 수학교육 논문집, 30(1), 85-99.

구상권, 김상규, 김지원, 연명흠, 이지원 (2020). 디지털 시대의 메이커

교육. 파주: 한울엠플러스.

권유진, 박영수, 장근주, 이영태, 임윤진, 이은경, 박성석 (2019). 학교

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연구보고 RRI 2019-6.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근재 (2019).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 137 -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근재, 임철일 (2019). 초등학교에서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 개발 연구. 교육공학연구, 35(3), 687-728.

김남은, 허영선 (2019). 체인지메이커 (Changemaker) TEMPS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91-116.

김동욱, 윤건 (2010).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53-74.

김샛별 (2019). 고등학교 가정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4), 63-79.

김샛별 (2020). 메이커 교육 평가 루브릭 개발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435-464.

김성욱, 임철일 (2017). 모바일 탐구학습을 위한 수업설계의 개념모형

개발 연구: 테크놀로지 통합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3(2),

327-364.

김성희 (2001).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81-100.

김성희, 이영준, 이상원. (2016). 초등학교 에너지 절약 교육용 앱 개발.

한국초등교육, 27(1), 67-94.

김승준, 김갑수 (2012). 형태초점교수법 기반 초등학교 영어 단어 학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6(2),

223-231.

김양수 (2017). 고등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욱, 홍기칠 (2016).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기반

소프트웨어 수업용 어플리케이션이 초등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12(2), 47-72.

김용익 (2018). 메이커교육 이론의 초등실과 적용 가능성 탐색.

실과교육연구, 24(2), 39-57.

김용찬, 심홍진, 김유정, 신인영, 손해영 (2012). 소셜네트웍서비스에서의

공유행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3), 28-50.

김윤아, 유제일, 신재홍 (2015).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함수학습을 위한



- 138 -

어플리케이션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333-352.

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초등학생들의 감정인식과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앱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3), 85-99.

김진옥 (2018). 메이커 기반 STEAM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적응적 수업을 위한 상호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1),

139-168.

김현진, 박정호, 홍선주, 박연정, 김은영, 최정윤, 김유리 (2020).

학교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공학연구, 36,

905-930.

나일주, 정현미 (2001). 웹기반 가상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활동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17(2), 27-52.

나일주, 허균, 유병민 (2003). WBI 완성도 향상을 위한 Usability Test

활용 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6(3), 109-117.

류지헌, 권숙진 (2005). 개념도를 활용한 협력적 문제해결 과제에서의

지식공유과정. 교육공학연구, 21(2), 29-60.

박기우 (2001). 조직내 개인의 지식공유행위에 관한 결정요인 연구:

합리적 행위이론 관점.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박재린, 박재헌 (2000).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와 경쟁우위와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 127-147.

박찬규 (2017). 교육정책포럼 2017년 통권 290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박태정, 차현진 (2019). 메이커 중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효과 및 교사 요구사항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3(2),

117-129.

박태호, 정동섭 (2002). 지식공유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4, 109-132.

배진호, 김진수, 김은아, 소금현 (2015).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역진행

자유탐구 수업이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21세기 핵심 역량,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34(4), 476-485.

성진규 (2019). 메이커 교육 공간의 확장으로서 가상현실 활용에 대한



- 139 -

탐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미영, 유영만, 전상길 (2004). 지식창출 및 공유 장소로서의 Ba 개념을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학습 모델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3), 5-35.

신현우, 이광석 (2017). 한국의 메이커 문화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콘텐츠(45), 207-231.

연합뉴스 (2015). '모든 개인이 제조자'…'메이커 운동' 본격 확산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702190500017.

오수진, 백윤철, 권지은 (2019). 국내 메이커 운동의 교육 분야 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483-492.

옥미례, 조영환, 허선영 (2016). 초등 디자인 교육에서 동료평가를 위한

학습자 지원전략 개발 및 적용. 교육과학연구, 47(2), 23-52.

우빙, 김희현 (2015).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GUI 디자인 사용성

평가.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223-233.

유예은, 강인애, 전용찬 (2018).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기반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감성지능의 향상 연구: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7), 163-175.

윤지현, 권지훈, 강성주 (2019). 중학생을 위한 디자인 씽킹 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561-584.

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메이커 역량 모델 개발 및 초· 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메이커 교육 방안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8(5),

649-665.

윤지현, 조성호, 황윤서, 김진수, 김태영, 강성주 (2020).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에 기반한 메이커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 탐색

연구. 교원교육, 36(3), 181-200.

이국용 (2009). 지식공유 목적의 가상 커뮤니티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4(4), 95-118.

이국용 (2010). 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ormation systems review, 12(1), 81-105.

이동국 (2019). 메이커 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5(3), 577-600.

이봉규, 김현진 (2019). 학교 안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기반 메이커



- 140 -

교육의 학습과정 탐색. 교육공학연구, 35(2), 159-192.

이성홈, 권숙진, 이영민 (2000). 효과적인 컴퓨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편의성 검사의 이론적 기초. 교육공학연구, 16(1),

163-178.

이영호, 구덕회 (2018). 메이커 교육을 위한 모방학습 기반 교수학습모형

개발. 정보교육학회, 9(1), 11-15.

이은영 (2011).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절차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9(29), 129-173.

이은형, 이태욱 (2013). Mayer의 멀티미디어 설계원리에 기반한

초등교육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2), 81-86.

이재호, 하희정 (2016). SW 코딩기반 메이커교육용 교수-학습모형의

효과성 검증. 창의정보문화연구, 2(2), 49-61.

이지선 (2017). 메이커 교육에 디자인 사고 적용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54, 225-234.

이지선 (2018). 한국형 메이커문화와 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현황과 확산 방안 간담회. 서울: 민주연구원.

이지운, 강은진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용 SNS 앱의 유아

원격교육 활용 가능성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5(6), 347-369.

이지혜 (2019). 증강현실· 딥러닝 기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중· 고등학교) 문제지 답안 및 해설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3), 319-328.

이창윤 (2015). 강의식 수업에서 탐구활동 스마트 앱의 효과: 스마트

앱의 개발과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향아 (2013). 스마트 러닝에서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앱 디자인 전략.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3(1), 309-320.

임윤진, 권유진, 이은경, 박영수, 이영태, 장근주, 박성석 (2020).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현황과 기대 분석: 초· 중등 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학회지, 20(1), 19-46.

임철일 (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제 2판). 파주: 교육과학사.

임철일 (2019). 미래 사회와 교육을 위한 교육공학 연구 및 실천 영역의

재조명. 교육공학연구, 35(2), 253-287.

임철일, 연은경 (2006). 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 141 -

래피드 프로토타입 방법론에 관한 연구. 기업교육연구, 8(2), 27-50.

장원석, 지용구 (2011). 스마트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 방안.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1), 35-47.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89-306.

장은지, 박용석, 임걸 (2012) 학습자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활용

만족요인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8), 471-483.

전유현, 송의성 (2019).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메이커 교육 관련 연구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3(6), 529-542.

정수정, 임걸, 고유정, 심현애, 김경연 (2010). 스마트폰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동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1(2), 203-216.

정승은, 이신혜, 이정윤, 류한영 (2009). 사용자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모바일폰 멀티태스킹 태스크 플로우 다이어그램.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2), 389-398.

조규락, 조영환 (2019). 문제해결과 학습 디자인: David H. Jonassen

교수님의 연구를 되돌아보며. 서울: 학지사.

조주한, 김숙배, 김순경, 김미현, 김갑수, 김세나, 김소영, 김정원 (2013).

식생활교육용 ‘어린이 푸드 아바타’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8(4), 299-311.

차현진, 박태정 (2018). 해외 메이커교육 우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초·

중등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97-113.

최미나, 유영만 (2003). 지식창출 및 공유전략으로서의 실행공동체(CoP:

Communities of Practice) 발전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4), 177-208.

최유미, 문영순 (2015). 증강현실 기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초등 STEAM교육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2),

85-108.

최인수, 변문경, 박찬, 김병석, 박정민, 전수연, 전은경 (2018). 4차 산업

수업 혁명(with STEAM 교육 ＆ Maker 교육). 인천:

다빈치books.



- 142 -

함진호, 이승윤, 김형준 (2015). ICT DIY 정책과 메이커생태계 구축을

위한 표준화.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3(1), 5-10.

황중원, 강인애, 김홍순 (2016). 메이커 페다고지(Maker Pedagogy)로서

TMSI 모형의 가능성 탐색: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66-176.

현영섭 (2010). 실천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학습전이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5(3), 39-59.

홍혜영, 남정민 (2019). 메이커 사례 및 인식조사를 통한 메이커 활성화

및 성공요인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1025-1040.

Agan, T., Anderson, D., Atwood, A., Casarez, L., Heron, A., & Self,

R. (2019). FlipGrid to Enhance Communication in Distance

Education. Delta Kappa Gamma Bulletin, 85(4), 35-37.
Albert, B., Tullis, T., & Tedesco, D. (2010). Beyond the Usability

Lab: Conducting Large-Scale Online User Experience Studies.
Burlington, MA: Morgan Kaufmann.

Anderson, C. (2012). Makers: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NY:

Grown Business.

Berger, J. (2013). Contagious: Why things catch on. NY: Simon &
Schuster. 정윤미 역 (2013).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 파주:

문학동네.

Blikstein, P. (2013). Gears of our Childhood: Constructionist toolkits,

robotics, and physical computing, past and future. In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action Design and
Children, ACM , 173–182.

Brahms, L. (2014). Making as a learning process: Identifying and
supporting family learning in informal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ittsburgh.

Browder, R. E., Aldrich, H. E., & Bradley, S. W. (2019). The

emergence of the maker movement: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3),
459-476.

Cochrane, T. & Narayan, V. (2016). Design Considerations for Mobile



- 143 -

Learning. In C. M. Reigeluth, B. J. Beatty & R. D. Myers (Eds.),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Volume IV: The

learner-centered paradigm of education(pp.351-383). NY:

Routledge.

Cho, M. J., Sim, J. L., & Hwang, S. Y. (2014). Development of

smartphone educational application for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20(2), 117.
Chu, S. L., Quek, F., Bhangaonkar, S., & Berman, A. (2017). Physical

Making Online: A Study of Children's Maker Websites. In
Proceedings of the 7th Annual Conference on Creativity and
Fabrication in Education, 1-8.

Cohen, J., Jones, W. M., Smith, S., & Calandra, B. (2017).

Makification: Towards a framework for leveraging the maker

movement in form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26(3), 217-229.

Corry, M. D., Frick, T. W., & Hansen, L. (1997). User-centered

design and usability testing of a web site: An illustrative case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5(4),
65-76.

Dougherty, D. (2012). The maker movement. Innovations, 7(3), 11-14.
Dumas, J. S., & Loring, B. A. (2008). Moderating Usability Tests:

Principles & Practices for Interacting. San Francisco, CA:

Morgan Kaufmann.

Dumas, J. S., & Redish, J. C. (1999). A Practical Guide to Usability
Testing (2nd ed.), Exeter, UK: Intellect Books.

Foster, C. H., Lande, M., & Jordan, S. S. (2014). An ethos of sharing

in the maker community. In 2014 ASEE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24-4.

Godhe, A. L., Lilja, P., & Selwyn, N. (2019). Making sense of

making: critical issues in the integration of maker education into

schools. Technology, Pedagogy and Education, 28(3), 317-328.
Grant, J. S., & Davis, L. L. (1997). Selection and use of content

experts for instrument development. Research in Nursing &



- 144 -

Health, 20(3), 269-274.
Hatch, M. (2013). The maker movement manifesto: rules for

innovation in the new world of crafters, hackers, and tinkerers.
NY: McGraw-Hill Education.

Halverson, E. R., & Sheridan, K. (2014). The maker movement in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84(4), 495-504.
Hendriks, P. (1999). Why share knowledge? The influence of ICT on

the motivation for knowledge sharing. Knowledge and process
management, 6(2), 91-100.

Hirsh-Pasek, K., Zosh, J. M., Golinkoff, R. M., Gray, J. H., Robb, M.

B., & Kaufman, J. (2015). Putting education in “educational” apps:

Lessons from the science of learn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6(1), 3-34.

Hong, D., Suh, E., & Koo, C. (2011). Develop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barriers to knowledge sharing based on

conversational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f a

financial compan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8(12),
14417-14427.

Hsu, Y. C., Baldwin, S., & Ching, Y. H. (2017). Learning through

making and maker education. TechTrends, 61(6), 589-594.
Jang, S. (2011). An Instructional Support System Design Model for

Ill-structured Problem-Solving in Online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atterfeldt, E. S., Dittert, N., & Schelhowe, H. (2015). Designing

digital fabrication learning environments for Bildung: Implications

from ten years of physical computing workshop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Computer Interaction, 5, 3-10.

Keiper, M. C., White, A., Carlson, C. D., & Lupinek, J. M. (2021).

Student perceptions on the benefits of Flipgrid in a HyFlex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96(6),
343-351.

Kuznetsov, S., & Paulos, E. (2010). Rise of the expert amateur: DIY

projects, communities, and cultures. In Proceedings of the 6th



- 145 -

Nordic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extending
boundaries, 295-304.

Krackhardt, D., & Hanson, J. R. (1993). Informal Networks: The

Company Behind the Chart. Harvard Business Review, 71(4),
104-116.

Kortum, P., & Sorber, M. (2015). Measuring the usability of mobile

applications for phones and table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1(8), 518-529.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J. (2012). Development of a visual summarizer design model for
digital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Maslow, A.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Mayer, R. E., & Moreno, R. (2002). Animation as an aid to

multimedia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4(1), 87-99.
Martin, L. (2015). The promise of the maker movement for education.

Journal of Pre-College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5(1), 4.
Martinez, S., & Stager, G. (2013). Invent to learn: Making, tinkering,

and engineering in the classroom. CA: Constructing modern

knowledge press.

McKay, C. S., & Glazewski. K. D., (2016). Designing Maker-Based

Instruction. In C. M. Reigeluth, B. J. Beatty & R. D. Myers

(Eds.),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Volume IV: The

learner-centered paradigm of education(pp.351-383). NY:

Routledge.

Nelson, K. M., & Cooprider, J. G. (1996). The contribution of shared

knowledge to IS group performance. MIS quarterly, 20(4),
409-432.

Nielsen, J. (2000). Why You Only Need to Test with 5 Users.
https://www.nngroup.com/articles/why-you-only-need-to-test-wit



- 146 -

h-5-users/

Nielsen, J. (2001). Success Rate: The Simplest Usability Metric.
https://www.nngroup.com/articles/success-rate-the-simplest-usabil

ity-metric/

Nilsson, E. M. (2012). The making of a maker-space for open

innovation, knowledge sharing and peer-to-peer learning, Future
Learning Spaces: Designs on ELearning Conference
Proceedings, 293-298.

Nokelainen, P. (2006). An empirical assessment of pedagogical

usability criteria for digital learning material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9(2), 178-197.

Ozturk, Y. E. (2017). Development of a Model for Simple Educational
Mobile Applications: A Case Study of Evaluation Matrix.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Papadakis, S., Kalogiannakis, M., & Zaranis, N. (2017). Designing and

creating an educational app rubric for preschool teachers.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2(6), 3147-3165.
Papert, S., & Harel, I. (1991). Situating constructionism.

Constructionism, 36(2), 1-11.
Pastore, S. (2014). Developing mobile educational apps: development

strategies, tools and business models. Advances in Computer
Sci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3(1), 27-36.

Peppler, K. & Bender, S. (2013). Maker movement spreads innovation
one project at a time. Phi Delta Kappan, 95(3), 22–27.

Quinn, H., & Bell, P. (2013). How designing, making, and playing

relate to the learning goals of K-12 science education. In M.

Honey & D. Kanter (Eds.), Design, make, play: Growing the
next generation of STEM innovators (pp. 17-33). NY: Routledge.

Reilly, D., Dearman, D., Welsman-Dinelle, M., & Inkpen, K. (2005).

Evaluating early prototypes in context: trade-offs, challenges, and

successes. IEEE Pervasive Computing, 4(4), 42-50.
Richey, R. C., & Klein, J. D. (2005).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s:



- 147 -

Creating knowledge from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practice. Journal of Computing in H igher Education, 16(2), 23-38.
Richey, R. C., & Klein, J. D. (2007).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strategies, and issues. NY: Routledge.
Rubio, D. M., Berg-Weger, M., Tebb, S. S., Lee, E. S., & Rauch, S.

(2003). Objectifying content validity: Conducting a content validity

study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27(2),
94-104.

Sauer, J., Seibel, K., & Rüttinger, B. (2010). The influence of user

expertise and prototype fidelity in usability tests. Applied
ergonomics, 41(1), 130-140.

Schwartz, D. L., Lindgren, R., & Lewis, S. (2009). Constructivism in
an age of non-constructivist assessments. In Constructivist

instruction (pp. 46-73). NY: Routledge.

Shirky, C. (2010). Cognitive surplus: How technology makes
consumers into collaborators. London: Penguin Books. 이충호 역

(2011). 많아지면 달라진다: '1조 시간'을 가진 새로운 대중의 탄생.

경기: 웅진씽크빅.

Sheridan, K., Halverson, E. R., Litts, B., Brahms, L., Jacobs-Priebe,

L., & Owens, T. (2014). Learning in the making: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ree makerspac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84(4), 505-531.

Sheridan, K. M., & Konopasky, A. (2016). Designing for

resourcefulness in a Community-Based Makerspace. In K.

Peppler, E. Halverson, & Y. B. Kafai (Eds.), Makeology:
Makerspaces as learning environments (Vol. 1)(pp. 30–47). NY:

Routledge.

Statcounter (2021). Mobile Operating System Market Share Republic

Of Korea. https://gs.statcounter.com/os-market-share/mobile/south

-korea

Statista (2020). Most popular Google Play app categories as of 4th

quarter 2020, by share of available app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9286/google-play-android-app



- 148 -

-categories/

Stapa, M. A., & Mohammad, Nazeri (2019). The Use of Addie Model

for Designing Blended Learning Application at Vocational

Colleges in Malaysia. Asia-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ultimedia, 8(1), 49-62.

Stevenson, M., Bower, M., Falloon, G., Forbes, A., & Hatzigianni, M.

(2019). By design: Professional learning ecologies to develop

primary school teachers’ makerspaces pedagogical capabiliti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0(3), 1260-1274.
Voida, S., Edwards, W. K., Newman, M. W., Grinter, R. E., &

Ducheneaut, N. (2006). Share and share alike: exploring the user

interface affordances of file sharing.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21-230.

Vygotsky, L. S. (1980). M 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ardrip, P. S., & Brahms, L. (2016). Taking making to school. In K.

Peppler, E. R. Halverson, & Y. B. Kafai (Eds.), Makeology:
Makerspaces as learning environments (Vol. 1)(pp. 97–106). NY:

Routledge.

Yi, J. (2009). A measure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7(1), 65-81.

Zaheer, N., & Trkman, P. (2017). An information sharing theory

perspective on willingness to share information in supply chai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28(2),
417-443.

Zuckerman, O. (2006). H istorical overview and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and digital learning objects. MIT Media Laboratory,

20 Ames Street, Cambridge, MA 02139.



- 149 -

부 록

[부록 1] 요구분석을 위한 면담지 ······················································· 150

[부록 2] 내적 타당화 검토 설문지 ····················································· 152

[부록 3] 내적 타당화 결과 ··································································· 165

[부록 4] 초기 사용성 평가 면담지 ····················································· 167

[부록 5] 최종 메이크쉐어 앱 ······························································· 168

[부록 6]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지 ····················································· 171

[부록 7] 최종 사용성 평가 면담지 ····················································· 172



- 150 -

[부록 1] 요구분석을 위한 면담지

전문가 대상 요구분석 면담지

1. 전문가 프로필

■ 이름:

■ 전공분야:

■ 최종학력:

■ 소속 및 직위:

■ 실무 및 연구 경력: (년)

2. 질문

Q1. 국내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Q2. 메이커 수업에서 공유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박주현입니

다. 본 면담지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에 대한 현장

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예상 소요시간은 약 30

분 정도입니다.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서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 및 직위, 경력은 논문에만 언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

시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생 박주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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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메이커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을 때 효과적이었나요? (메이

커 페어 개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Q4. 메이커 교육에서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를 어떻게 활

용하시나요?

Q5.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이 실제 공유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6. 메이커 교육용 앱을 통해 공유 활동을 진행한다면 어떤 점에서 장점

이 있을까요?

Q7. 메이커 교육용 앱을 활용한 공유 활동 시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까요?

Q8.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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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내적 타당화 검토 설문지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박주현입니다.

본 설문지는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 설문지입니다.

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의 검토 의견은 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

니다.

설문지는 크게 1. 전문가 인적사항, 2. 연구 소개, 3.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원리, 4. 타당도 검토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인적사항'은 가. 최종학력, 나. 소속 및 직위, 다. 경력, 라. 전

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소개' 부분은 가. 연구 제목,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문제, 라. 연구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

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원리'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설계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원리 도출 과정은 첨부파일로 송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타당도 검토'는 가.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나.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의 응답과

정 시 예상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

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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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인적사항

가. 최종학력

나. 소속(학교 혹은 기관) 및 직위

다. 경력(경력 기간 (00년))

라. 전문분야(교육공학, 메이커 교육, 컴퓨터 교육, 기술 교육, UI/UX 디

자인 등)

2. 연구 소개

가. 연구 제목: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개발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메이커 교육용 앱

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 활동

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메

이커 교육용 앱을 개발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다. 연구 문제

첫째.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의 설계 및 개발 과정은

어떠한가?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서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 및 직위, 경력은 논문에만 언급될 예정입니

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생 박주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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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의 구조와 기능은 어떠

한가?

셋째,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에 대한 학습자 대상 사

용성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라. 연구 방법: 설계·개발연구 Type 1(Richey & Klein, 2007)

3.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

1. 도움말 제시의 원리: 앱의 기능과 특징을 익히고 메이커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한다.

1.1. 메뉴와 관련하여 도움말 혹은 안내, 또는 시연을 제공하라(고호경,

2016;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1.2. 도움말 기능을 통해 앱의 특징과 기능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라(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장원석, 지용구, 2011; 사

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2. 관계 형성의 원리: 메이커 활동 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

한다.

2.1.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라(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현영섭, 2010; 사례 1; 전문가 A, 전문가 C).

2.2. 동료 학습자의 지식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류지

헌, 권숙진, 2005; 사례 1).

3. 피드백의 원리: 메이커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3.1. 제작하기, 수정하기, 개선하기 단계에서 아이디어와 답을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교환하라(김근재, 2019; Cohen et al., 2017;

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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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2.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라(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4. 게임화의 원리: 재미, 보상, 도전 등 게임의 요소를 적용하여 메이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1. 학습을 위한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ㆍ지위 보상 등을 제

공하라(김동욱, 윤건, 2010; 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사례 1; 사례 4).

4.2. 실생활과 관련된 비구조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전적인 과제

를 제공하라(Katterfeldt, Dittert & Schelhowe, 2015; 전문가 C)

5. 기록의 원리: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성

찰하도록 한다.

5.1. 학습 내용과 반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라(이동국, 2019; 전문가 A;

전문가 C).

5.2. 제작하기, 수정하기, 개선하기 단계에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과 산출물을 기록하라(김근재, 2019).

6. 모니터링의 원리: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진행도 및 결과 데이터를 제시

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6.1. 학습 진행 상황과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도록 하라(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사례 2; Papadakis, Kalogiannakis & Zaranis, 2017).

6.2. 자동 계산된 데이터들을 통해 전체 학급 수준과 개개인의 수준을 즉

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7. 연결성의 원리: 온·오프라인 메이커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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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교실 내 활동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라(김성욱, 임철일, 2017; 이창윤, 2015).

7.2. 우연적이거나 미리 정해지지 않은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라(Cochrane & Narayan, 2016).

7.3. 주변에 있는 메이커 커뮤니티 혹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전문가와 연

결하라(사례 1;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4. 타당도 검토

가.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항목 전문가 검사 문항
응답

1 2 3 4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

커 교육용 앱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

는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

커 교육용 앱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원리로 타당하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

커 교육용 앱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

커 교육용 앱을 설계할 때 보편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

커 교육용 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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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본 설계원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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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교육용 앱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표에 제시된 내용은 순서대로

'설계원리', '기능', '기능 구현 방안'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설계원리 기능
기능 구현

방안

응답

1 2 3 4

1. 도움말

제시의 원

리

: 앱의 기

능과 특징

을 익히고

메이커 수

업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도움

말을 제공

한다.

1.1. 메뉴와 관련하여

도움말 혹은 안내,

또는 시연을

제공하라(고호경,

2016;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Walkt

hroug

h

처음 진입

하는 사용

자를 위해

앱의 필수

적인 기능

및 특징을

안내한다.
1.2. 도움말 기능을

통해 앱의 특징과

기 능 을

효 과 적 이 고

빠르게 배울 수

있 도 록

지원하라(김은정,

이유나, 이상수,

2014; 장원석,

지용구, 2011;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도 움

말

‘도움말 ’에

서 앱의 구

체적인 기

능 및 특징

학습할 수

있도록 구

성한다.

2. 관계 형 2.1. 핵심적 위치를 메 이 특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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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리

: 메이커

활동 시

상호 협력

할 수 있

는 관계를

형성한다.

점하고 있는

구 성 원 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라(윤지현,

김경, 강성주,

2018; 현영섭,

2010; 사례 1;

전문가 A, 전문가

C).

커 친

구,

프 로

젝 트

리 더 ,

메 시

지

나 기술 혹

은 경험을

가진 동료

학 습 자 나

프 로 젝 트

리더, 메이

커 전문가

를 친구로

추 가 하 여

필요 시 도

움을 요청

할 수 있도

록 구성한

다.

2.2. 동료 학습자의

지식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기 회 를

제공하라(류지헌,

권숙진, 2005;

사례 1).

메 시

지, 글

쓰 기 ,

댓 글

쓰 기 ,

프 로

젝 트

탐 색

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 원 들 이

서로의 지

식 구 조 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메

시지’, ‘글

쓰기’, ‘댓

글쓰기 ’로

수행한 과

제 혹은 메

이커 활동

에 대한 의

미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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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

도록 구성

한다.

3. 피드백

의 원리

: 메이커

활동에 대

한 피드백

을 교환하

도록 유도

하여 학습

을 지원한

다.

3.1. 제작하기,

수 정 하 기 ,

개 선 하 기

단 계 에 서

아이디어와 답을

공 유 하 면 서

상 호 작 용 하 고 ,

피 드 백 을

교환하라(김근재,

2019; Cohen et

al., 2017;

P a p a d a k i s ,

Kalogiannakis &

Zaranis, 2017;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메 시

지, 글

쓰 기 ,

댓 글

쓰 기 ,

좋 아

요

칭찬, 격려,

공감하기 ,

문제점, 해

결책, 대안

제 시 하 기

등의 피드

백을 주고

받을 수 있

도록 문구

를 선택하

도록 하거

나 이모티

콘으로 감

정을 표현

하도록 구

성한다.
3.2. 학습자에게

개 별 적 으 로

긍정적, 부정적

피 드 백 을

제시하라(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메 이

커 친

구,

메 시

지, 댓

글 쓰

기

‘메시지’ 기

능 등을 활

용하여 개

별적인 피

드백을 제

시 하 도 록

한다.

4. 게임화

의 원리

: 재미, 보

상, 도전

4.1. 학습을 위한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ㆍ지위 보상

챌 린

지, 미

션, 배

지

가입된 프

로젝트 혹

은 ‘챌린지’

탭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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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게임의

요소를 적

용하여 메

이커 활동

에 자발적

으로 참여

하도록 유

도한다.

등 을

제공하라(김동욱 ,

윤건, 2010;

P a p a d a k i s ,

Kalogiannakis &

Zaranis, 2017;

사례 1; 사례 4).

리스트에서

미션을 선

택하고 완

수할 경우

배지를 획

득 하 도 록

구성한다.

4.2. 실생활과 관련된

비구조적인 문제

상 황 을

해 결 하 도 록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라(Katterfel

dt, Dittert &

Schelhowe, 2015;

전문가 C)

챌 린

지, 미

션

메이커 도

구를 활용

하여 산출

물을 제작

함 으 로 써

실생활 문

제를 해결

하도록 미

션을 제공

한다.

5. 기록의

원리

: 메이킹

과정과 산

출물을 다

양한 방식

으로 기록

하고 성찰

하도록 한

다.

5.1. 학습 내용과

반 성 을

지 속 적 으 로

기록하라(이동국,

2019; 전문가 A;

전문가 C).

글 쓰

기, 댓

글 쓰

기

메이킹 과

정에 대한

기록, 메이

킹 과정 중

느낀 점,

겪었던 어

려움, 개선

할 점 등을

기 록 하 고

성찰하도록

구성한다.

5.2. 제작하기,

수 정 하 기 ,

텍 스

트, 사

메이커 수

업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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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하 기

단계에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메이킹 과정과

산 출 물 을

기록하라(김근재,

2019).

진, 영

상, 음

성 파

일 등

업 로

드, 글

쓰기

되는 각 단

계에 맞춰

주기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을 업

로드하도록

한다.

6. 모니터

링의 원리

: 메이커

활동에 대

한 진행도

및 결과

데이터를

제시하여

모니터링

하도록 한

다.

6.1. 학습 진행 상황과

학습 결과를

시 각 화 하 여

지 속 적 으 로

모 니 터 링 하 고

분 석 하 도 록

하 라 ( 김 은 정 ,

이유나, 이상수,

2014;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사례 2;

P a p a d a k i s ,

Kalogiannakis &

Zaranis, 2017).

프 로

젝 트

진 행

도 그

래 프 ,

미 션

진 행

도 그

래프

프 로 젝 트

전체 진행

도와 개별

미션 진행

도를 시각

화하여 제

시한다.

6.2. 자동 계산된

데이터들을 통해

전체 학급 수준과

개개인의 수준을

즉 각 적 으 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라 ( 김 현 지 ,

김춘화, 이상수,

랭킹

축적된 데

이터를 분

야별 랭킹

으로 나타

내고 상위

에 랭크된

사 용 자 와

자신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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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위를 파악

하도록 한

다.

7. 연결성

의 원리

: 온·오프

라인 메이

커 활동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

도록 한다.

7.1.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교실 내 활동과

연 결 시 켜 주 는

역 할 을

수행하라(김성욱 ,

임철일, 2017;

이창윤, 2015).

글 쓰

기, 챌

린 지 ,

미 션

팝 업

창

일상생활에

서 발생하

는 문제를

위주로 미

션을 구성

하여 학교

안과 밖을

구 분 하 지

않고 메이

커 활동을

연상하도록

하며, 떠오

르는 아이

디어 혹은

해 결 안 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7.2. 우연적이거나 미리

정해지지 않은

학습 경험이

가 능 하 도 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라(Cochran

e & Narayan,

2016).

미 션

팝 업

창, 알

림

팝업창 혹

은 알림을

통해 ‘미션’

을 무작위

로 제공한

다.

7.3. 주변에 있는 주 변 ‘탐색’ 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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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커뮤니티

혹은 메이커

스 페 이 스 의

전 문 가 와

연결하라(사례 1;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메 이

커

있는 ‘주변

메이커’ 기

능에서 사

용자 주변

에 있는 메

이커 전문

가 혹은 메

이커 스페

이스 정보

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다.

기타의견: 본 설계원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

까? (특히, 3점 미만으로 응답하신 항목에 대하여 이유

혹은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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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적 타당화 결과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내적 타당화 결과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 결과

구분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E F G

설명력 2 4 3 3 3 4 4 3.29 0.76 0.86

0.60
타당성 2 4 4 2 3 4 3 3.14 0.90 0.71
유용성 2 4 4 2 3 3 4 3.14 0.90 0.71
보편성 3 3 4 3 3 3 4 3.29 0.49 1.00
이해도 4 3 3 2 3 3 4 3.14 0.69 0.86

세부항목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E F G

설계원리

1.1.
3 3 3 2 2 3 4 2.86 0.69 0.71

0.60

설계원리

1.2.
3 3 4 3 2 3 4 3.14 0.69 0.86

설계원리

2.1.
3 4 4 3 4 2 3 3.29 0.76 0.86

설계원리

2.2.
2 4 3 2 4 2 3 2.86 0.90 0.57

설계원리

3.1.
3 4 4 2 4 4 4 3.57 0.79 0.86

설계원리

3.2.
2 3 3 2 4 3 4 3.00 0.82 0.71

설계원리

4.1.
3 4 2 2 2 4 3 2.86 0.90 0.57

설계원리

4.2.
3 4 2 3 2 2 3 2.71 0.76 0.57

설계원리

5.1.
3 3 3 3 4 4 4 3.43 0.53 1.00

설계원리 3 3 3 3 4 4 4 3.43 0.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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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계원리

6.1.
3 4 4 3 2 4 4 3.43 0.79 0.86

설계원리

6.2.
3 4 4 3 2 4 4 3.43 0.79 0.86

설계원리

7.1.
3 4 4 3 4 3 4 3.57 0.53 1.00

설계원리

7.2.
3 4 3 2 2 2 4 2.86 0.90 0.57

설계원리

7.3.
3 4 4 3 4 3 4 3.57 0.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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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초기 사용성 평가 면담지

면담 질문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생 박주현

1.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앱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2.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앱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3.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앱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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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최종 메이크쉐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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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지

메이크쉐어에 대한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지

※ 다음 질문은 가. 기술적 사용성(1~4), 나. 교육적 사용성(5~10)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사용성 평가 설문 문항
응답

1 2 3 4 5
1. 나는 메이크쉐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메이크쉐어가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메이크쉐어에 다양한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이크쉐어 사용법을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5.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
6. 나는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할 수

있다.
7.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프로젝트 혹은 미션의 진행도

를 알 수 있다.
8. 나는 앞으로 메이크쉐어를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

용할 수 있을 것 같다.
9. 나는 메이크쉐어를 통해 평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

을 것 같다.

10. 메이크쉐어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피드백을 제공

한다.

메이크쉐어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항들은 메이크쉐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생 박주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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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최종 사용성 평가 면담지

메이크쉐어에 대한 최종 사용성 평가 면담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생 박주현

1.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공유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2.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공유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3. 메이크쉐어를 사용하여 공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에러 혹은 문제가 있었나요?

4. 메이크쉐어가 공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5. 메이커 교육에서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메이크쉐어가 보완해야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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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Mobile Application

for Supporting Sharing Activity in

Maker Education

Juhyeon Park

Educational Technology, School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ker education has its roots in the maker movement that arose when

makers around the world voluntarily shared their creations.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duced in maker culture have been developed through sharing

activity among makers. Makers solve common challenges and construct

knowledge by exchanging experiences and know-how with each other. In

maker classes, learners gain new ideas through sharing activities and develop

their outcomes. In this maker training,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in sharing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practice and experience the ethos of

sharing in maker education.

However, useful information or opinions within and outside maker classes or

maker education communities are not spreading out enough. Currently, sharing

activities in maker education are mostly presenting in classrooms, holding

school-level exhibitions. or sharing posts on online platforms within the class.

However, the learners who conducted the maker activities wanted the results of

the maker project to be released to more people, and the teacher also want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disclosure.

In July 2015, the government pointed out that the domestic make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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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till in its infancy due to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sharing and

collaboration of the maker community, and proposed ways to establish an online

platform to share know-how and manua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ols, such as online platforms, can be effective in lowering barriers

such as time distance, physical distance, and social distance that could be

obstacles to sharing activities. This online platform can be a good alternative if

you can not gather in maker spaces or classrooms, and are not able to get help

from teachers or other students. In this case, mobile applications that enable

explo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out time or place constraints can

be used as useful learning tools to connect classrooms, online and offline. In

particular, it allows students to share ideas that come to mind in their daily

lives anytime and anywh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mor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beneficial information and opinions produced during the making process.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of a mobile application that supports sharing activities in

maker education? Second, how is the mobile application implemented that

supports sharing activity in maker education? Third, what are the results of the

usability test for the developed mobile applications that support sharing

activities in maker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following procedures by applying the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Type 1 methodology. First, design principles

and development guidelines were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needs

analysis, and case analysis. And, a prototype was developed by adopting the

identified design principles and development guidelines. And then, the responses

of 4 teachers and 5 students were analyzed through an initial usability test, and

the actual mobile application was developed. The task success rate was then

measured by having 5 students complete the task in the final usability test. In

addition,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nfirm learners'

perceptions.

The study identified a total of 7 design principles and 14 detailed design

guidelines consisting of 'principle of sharing activity', 'principle of collaborative

relationship formation', 'principle of interactive feedback', 'principle of recording

activity', 'principle of data confirmation' and 'principle of online and offline

connection'. The mobile application was developed based on thes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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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s a result of the usability test, it was able to identify the

willingness to use the developed application continuously and found that the

application has a variety of functions. Also, students responded that this

application will be helpful for communication and team activities. Considering

the previous statement, the developed application could help facilitate sharing

activities in maker education.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specific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es and design principles for mobile applications that support

sharing activities in maker edu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a useful learning tool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to promote sharing

activities during the making process.

keywords : Maker Education, Sharing, Mobile Application,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Student Number : 2019-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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