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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  의 하나는 4차 산업 명 시 에 살아갈 학생들이 기본 

학습 능력의 바탕 에 다양한 발상과 도 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어
진 문제들을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  문제해
결 역량이 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틴커캐드(Tinkerca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3D 린터를 활용
한 융합교육을 설계하고 이를 수업에 용하여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연
구 내용을 검증하기 해 등학교 6학년 25명 2개 반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고 실험집단에는 약 3개
월간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 12차시를 용하고, 통제집단에는 같은 시기 동안 동일 주제의 강의
식 교과 수업을 진행하 다. 그 후에 컴퓨  사고력 검사 도구를 투입하여 사 -사후 검사로 t-검정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로그램 용 후 사후 검사에서 실험집단은 컴퓨  사고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
상 되었으나, 통제집단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해 틴커캐드 모델링 기반의 3D 린터
를 활용한 융합교육이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3D 린터, 틴커캐드, 융합 교육, 컴퓨  사고력, 등 소 트웨어 교육

The Effect of the Integrative Education Using a 3D Printer on the 

Computational Think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nghun Lim*․Taeyoung Kim**

Dongdae Elementary School*․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One of the goals of the new 2015 revised curriculum is to cultivate the creativity of students who will liv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create new things through diverse ideas and challenges based on ba-
sic learning skills.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e given problems rationally, the convergence problem solving 
ability that can process and utilize various area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becoming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integrative education using a 3D printer based on Tinkercad modeling and applied it to 
the clas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mputing think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verify the contents of the study, two classes of 25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led group. For the experimental group, 12 classes of convergence education pro-
grams using a 3D printer were applied for about three months, and the same amount of general curriculum was 
conducted for the control group. After that, the t-tests were carried out using the pre-post test to measure the ef-
fectiveness of the computational thinking ability.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mputational thinking ability, but the controlled group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ults show that convergence education using the Tinkercad modeling-based 
3D print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mputing think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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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으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사회인 4

차 산업 명 시 가 진 되어 가는 이다. 4차 산업

명에서는 3D 린 , 로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

제, 스포츠, 술 등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변 이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어 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을 두고 있

고, 특히 컴퓨  사고력 기반의 창의  문제해결력과 융

합  사고력을 정보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강조했다[20].  

이러한 융합 인재교육의 흐름에 맞추어서 2010년 정도

부터 국내에도 융합교육 방법인 STEAM교육이 도입되

어 장에서 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의 융합교육은 

도구  제한으로 인하여서 교육활동 산출물에 한 제작

이 제 로 되지 않고 학생 활동지만을 작성하거나 제한

이고 조악한 형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9]. 

이런 상황 속에서 3D 린터는 융합교육 로그램을 

한 산출물을 제작하는 도구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며 

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여

기서 더 나아가 Lütolf는 3D 린터가 융합교육에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융합교육의 목 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 인 도구라는 것을 밝혔

다[19]. 박유진 외는 이러한 장 을 들어 창의 융합교육

을 실천하기 해서 3D 린터를 학생들에게 필수 으

로 가르쳐야 하는 교육콘텐츠라고도 하 다[27].

 융합교육을 한 도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3D

린 은 수학(math), 과학(science), 술(art) 융합인재

를 양성하는 교육 모델로 각 을 받고 있다[26].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3D 린터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

의 동기와 만족도, 학습자의 인식도에서 정 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1][4][16], 더 나아

가 로그래  는 코딩 교육이 소 트웨어를 활용하

여 사고를 계발, 재구성, 수정, 발 하여 완성된 결과물

을 생성한다는 에서 3D 린터 활용교육이 컴퓨  사

고력 증진을 한 활동과 매우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는 

도 거론되고 있다[17].

실제로 2013년 국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5∼16세 학생들에게 3D 린터를 활용한 교육을 필수과

목으로 도입하여 창작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한 도구

로서 효과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에서도 3D 린 을 활용한 

융합(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등 세계 으

로도 3D 린터를 활용한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사례들은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

교육이 STEAM교육으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 시키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컴퓨  사고력 증진을 한 도구로서 쓰일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등학생을 하여 

3D 린터를 활용한 교과간 융합(integrative)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용하여 그 결과로 

이 로그램이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과 융합 교육

4차 산업 명 시 에 살아갈 학생들을 한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총론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 의 하나를 “기  능력의 바탕 에 다양

한 발상과 도 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인 사

람“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어진 문제들을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IT 련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  문제해결 역량이 요시되고 있다. 

새로운 등 교육과정 에서 IT 교육과 련된 부분

을 살펴보면 5·6학년 실과 과목의 ‘기술 활용’ 역에 다

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  활용 사례를 통해 작

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6]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 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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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5～6학년 실과 교과의 정보 련 단원

이 도구  활용을 통한 실제 문제 해결력 심으로 개

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18][19]. 우리의 개정 교육과정에

는 로 이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3D 린터를 활용한 교

육은 해외에서도 그 의의를 인정받아 국,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정규교육과정에 반 되고 있다. 김

민정에 따르면 국은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만 5세부터 16세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과 과정

에 코딩 기술과 3D 린터 교육을 편성하여 창작 과정

의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하 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10].

Grade Contents

1～2
How to make a structure and strengthen it with 

stability

3～6
Electrical devices such as more complex structures, 

circuits, and motors

7～9

Advanced design techniques, 3D modeling, and 

mathematical models to create real designs using 

3D printers.

<Table 1> UK Curriculum Reform (Kim, 2014)

이외에도 미국의 과학교사 회(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에서도 3D 린 을 활용한 융합 

STEM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NSTA, 2013)하

는 등 세계 으로도 3D 린터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주

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3D프린팅

2.2.1 3D프린터

3D 린터는 재료를 정해진 두께만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성하는 기계다[22]. 이는 

1980년  3D 시스템스가 세계 최 로 라스틱 액체(실

리콘)를 얇은 층으로 겹겹이 인쇄하면서 3차원 물건을 

만드는 린터를 개발한 이후 빠르게 상용화되어 제조

업, 의료, IT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기술 패러다임을 바

꾸며 산업 신을 이끌고 있다[16].

일반 인 린터가 평면에 인쇄하는 반면 3D 린터

는 액체, 우더, 폴리머, 속 등의 다양한 소재를 3차

원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층 방식(layer by lay-

er)으로 쌓아 올려 출력물을 형상화한다. 3D 린터는 입

체물 제조에 활용 가능한 재료와 층 방식에 따라 다

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층 방식은 압출, 잉크젯 방식

의 분사, 경화, 우더 소결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활

용 가능 재료는 폴리머, 속, 종이, 목재, 식재료 등 매

우 다양하다[12]. 오왕균은 3D 린터 공정을 다음과 같

이 크게 3단계로 나 고 있다[25].

1) 모델링 : 물체를 3D디지털 도면으로 만드는 단계

로 2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그림을 그리듯 3D모델링은 3

차원 설계 로그램으로 입체 공간에 물체의 형상을 그

리는 과정이다. 3차원 설계 로그램으로 제작한 데이터

는 3D 린터가 인식하고 출력하기 한 일 형식으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린  : 소재를 쌓아 올리며 형상을 만드는 단계

이다. 3D 린터로 일을 출력하기 해서 모델링 한 

3D도면을 수평 방향으로 얇게 분리하여 데이터를 분석

한 뒤 3D 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G-code 일로 변환

시켜서 린 한다.

3) 후가공(후처리) : 제작된 형상의 표면을 다듬는 단

계로 3D 린 이 완료되면 제작된 입체 형상의 표면을 

다양한 재료(물리, 화학 )로 표면을 다듬는다.

2.2.2 3D모델링

3D 린터의 공정  린 이 하드웨어에 한 학습이

라면 3D모델링은 소 트웨어에 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3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모든 사물은 3차원

인 입체 구조이다. 모든 곡선과 은 X, Y, Z의 3개의 좌

표를 가지게 되고, 이 좌표에 의해 객체의 치와 형태, 

크기들이 설정된다. 이런 수학  데이터를 이용하여 컴퓨

터 그래픽 분야에서 가상의 3차원 공간 속에 재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3D모델링이라고 하며, 이

것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장된다

[6]. 다시 말해 3D 린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3D데이터

를 구축, 는 만드는 행 를 3D모델링이라고 한다. 

3D모델링 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입

체를 삼각형 면의 집합체로 표 하는 방식인 폴리곤을 

이용하여 3D 형상을 표 하는 방식인 ‘폴리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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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주로 상과 이미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CG)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둘째는 곡면을 넙스

(NURBS)라고 불리는 수학  면 정보로 정의하는 ‘서피

스 모델링 로그램’으로 정확한 형상을 표 할 수 있어 

공업 디자이 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3차

원 형상을 수학 으로 정의된 계, 치 정보로 표 하

는 방식의 ‘솔리드 모델링 로그램’으로 주로 공업제품 

개발에 쓰이고 있다[22].

이런 3D모델링은 추상 인 지식을 물리 으로 표

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 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3D모

델링 과정에서 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디자인을 경험

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인 의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형신 외

(2015)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3D 린터 활용교육에 사용

할 수 있는 한 3D모델링 소 트웨어의 특징을 분석

하여 Tinkercad가 3D모델링이 생소한 등학생에게 가

장 합할 것이라고 제시하 다[5]. Tinkercad는 등학

생이 교육용으로 쓰기에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첫

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별도의 로그램 설치

가 필요 없는 웹기반 소 트웨어이다. 셋째, 한 화가 

잘 되어 있다. 넷째, 인터페이스가 직 이고 간단하다. 

다섯째, 자체 공유기능(갤러리)이 있다. (Fig. 1 참조)

(Fig. 1) Tinkercad (https://www.tinkercad.com/dashboard)

2.3 3D 프린터를 사용한 융합 교육

3D 린터를 활용한 수업은 다음의 측면에서 새롭다. 

첫째, 기기의 새로움이다. 3D 린터는 칠 에서부터 최

근 스마트 기기까지 그간 교육에서 활용해온 다양한 매

체들이 가진 특징과는 다른 새로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외 은 기존의 종이 린터기와 일견 유사하지만 기능

은 질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기 자체의 

신선함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둘

째, 기능의 새로움이다. 새로운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소 트웨어의 활용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제작된 모형을 

실물화 시킨다는 이다. 이와 같은 기능  새로움은 기

기 자체의 새로움에 더해 그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수업의 새로움이다. 새로운 

기기와 기능을 바탕으로 이들의 다양한 응용을 통해 새

로운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수

업은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 는 설계하는가에 따라 방

식이 상이 하겠지만 기본 인 수업의 재료가 되는 3D

린터를 수업매체로 고려할 때 수업은 새로울 수밖에 없

다. 기기, 기능, 수업이 새롭게 되면 동기를 유발한다. 

동기는 곧 신기효과(novelty effect)로 연계되는데, 즉 

새로운 경험에 해 학생들은 높은 수 의 동기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 호기심과 참여를 하고, 그 결과로 수업의 

성과인 학습이 이루어진다[13].

이러한 신비효과 외에도 3D 린터를 활용한 교육의 

장 은 많다. 강진기는 3D 린터를 활용한 교육이 입체

를 이용한 디자인 활동으로 다른 디자인 로그램보다 

아동의 흥미와 몰입도, 집 도, 창의력 개발과, 재미에 

도움을 주며 산만한 아동의 집 력을 키워주어 시각  

사고와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 다고 했다[8]. 이상구 

외는 3D 린  교육이 수학과 술의 계를 공학을 통

해 느끼게 해주며 심미성을 경험하고 창의  융합인재

를 양성하는 STEAM 교육의 요한 모델이라고 하

고[16], 이 찬은 3D 린터를 통한 발명교육 로그램을 

제시하고 용하여 학생 창의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18]. 고재령은 3D 린터를 활용하면 개

념이나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3차

원의 실제 존재하는 시각물질로 표 해낼 수 있으며 이

러한 가능성은 미술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인 기존의 시

각  표  활동의 범 를 넓 다고 하 다[11].

최형신 외는 이러한 3D 린 의 교육  의미  잠

재력에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5]. 첫째, 

추상 인 지식들을 물리 으로 표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지식 이해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많은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개념을 물리 으로 실체화해 볼 

수 있다. 둘째, 창의 인 아이디어를 모델링 소 트웨어

에서 표 하며 정보 과학  사고를 제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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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다양한 요소와 결합시키며 학습자 자신이 

외부의 정보에 반응하는 물체를 직  제작할 수 있다. 

이처럼 3D 린터는 3D물체에 한 개념이나 아이디어

를 빠르게 실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믿을 수 없을 만

큼 강력한 교육 도구이다[15].

상기 연구들을 통해 3D모델링과 3D 린 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공간지각력, 창의  문제해결력, 과학

탐구능력 등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 최근 들어 3D 린 이 교육 분야에 도입되면서 학

교 수업에서 3D모델링을 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등학교를 상으로 하여 3D모델링을 

활용한 융합 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문제해

결력, 흥미, 창의성에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컴퓨

 사고력에 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소율의 고

찰에 따르면 3D모델링 교육은 3D모델링을 하여 실제

의 구체물을 단순화하거나, 모델링을 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컴퓨  사고력의 추

상화에 해당되며 모델링 로그램을 사용하여 3D모델

링 하는 것은 일종의 자동화에 해당되어 컴퓨  사고력

과 직 인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이러한 컴

퓨  사고력의 하 요소와 모델링 학습 내용과의 계

는 <Table 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린

을 활용한 융합교육이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 증진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Computational Thinking 

Subelements
3D Modeling Contents 

Problem Recognition (PR) Explore modeling topics

Problem Decomposition (PD)
Think about what are needed 

to model

Abstraction Design

Algorithm
Think about procedures for 

modeling

Implementation Modeling with Tinkercad

Collaboration
Share and modify modeling 

results with colleagues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Computational Thinking 

Subelements and 3D Modeling Contents 

3. 3D프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3.1 개발 방향

본 연구는 Branson의 ADDIE 교수설계모형[3]의 

차와 연구 방법에 따라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ADDIE 로세스를 활용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운 자 심의 일방 인 

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

히 반 하여 보다 합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ADDIE 모형 기반의 발명교육 로그

램 개발 차는 <Table 3>와 같다.

분석(A)은 학습의 내용에 한 과정으로 요구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분석을 포함한다. 설계(D)는 교수 방법

에 한 과정으로서 학습 역의 확인, 수행목표의 진술, 

평가도구의 설계, 학습내용의 조직화, 계열화, 교수 략 

 매체를 선정한다. 개발(D)은 교수학습 자료를 생성 

하는데, 로토타입 개발, 형성평가 등을 통해 로그램

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개발된 로그램을 장에 용하

고 유지, 개선하는 과정이다. 평가(E)는 로그램의 유용

성과 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총 평가를 의미한다.

ADDIE Model Development of a Program

Analysis

- Curriculum analysis

- Learner and learning environment 

analysis

- Learning task analysis

Design

- Refine training program goals

- Select subjects that can be combined with 

integrative class topics

- Teaching strategy and media selection

- Evaluation tool development

Development

- Development of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 Teaching-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Implementation

- Pre-class program validation (Expert 

group, CVR)

Class application

Evaluation

- Progra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verification

- Program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Table 3> Development Process of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Based on ADD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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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3D 린

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컴퓨  사고

력 증진에 미치는 상 계를 알아보고자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에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

램의 내용 조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의 선행연구를 고

찰한다. 둘째,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3D 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 내용과 주제를 악한다. 셋째, 모델링 학

습 내용과 컴퓨  사고력 요소들과의 계를 악한다. 

넷째, 학생들의 수 에 맞는 모델링 로그램과 수업 내

용을 체계 으로 구성한다.

3.2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융합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해 6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3D 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와 단원을 선

정하고, 교과의 성취기 과 주제를 유지한 채로 교육과

정을 재구성하여 융합 로그램 수업을 구성하 다. 

로그램은 총 12차시의 분량으로 개발되었으며, 로그

램의 내용은 아래 <Table 4>와 같다.

Ho

-ur
Subject

Contents 

(Achievement 

criteria)

Tinkercad

Computa

-tional 

Thinking

1
Creativ

-ity

ICT literacy Education 

(Learn the basic user 

interface)

Basic 

operation
PR, PD

2
Mathe

-matics

Observing cylinders, 

cones and spheres

(Describe the 

components of 

cylinders, cones, 

spheres, and their 

properties)

Insert 

shape
PR, PD

3
Mathe

-matics

Manipulating cylinder, 

cone, and sphere 

modeling

(Describe the 

components of 

cylinders, cones, 

spheres, and their 

properties)

Shape,

Numerical 

control

Abstrac

-tion, 

Algori- 

thm

<Table 4> Contents of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Ho

-ur
Subject

Contents 

(Achievement 

criteria)

Tinkercad

Computa

-tional 

Thinking

4
Mathe

-matics

Create different things 

with cylinders, cones 

and spheres

(Describe the 

components of 

cylinders, cones, and 

spheres and their 

properties.)

Grouping, 

Sorting

Algori- 

thm, 

Modeling

5 Art

Nametag Engraving 

Modeling

(Explore the methods of 

knowing th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effects of 

various expression 

formats such as plane, 

stereo, and video.)

Character 

modeling, 

Copying,

Printing

Modeling, 

Collabora-

tion

6 Science

Designing Inventions 

Using Electromagnets

(Electromagnets can be 

made from the 

phenomenon that occurs 

around electric wires 

when current flows)

Insert other 

shapes

PR, 

Abstrac-

tion

7
Mathe

-matics

Create protractor using 

proportional 

relationship

(Find examples of direct 

proportional or inverse 

relationships in real life 

and solve simple 

problems)

Patterning

Abstrac-

tion, 

Algori- 

thm

8
Mathe

-matics

Create penpipes using 

proportional 

relationships

(Find examples of direct 

proportional or inverse 

relationships in real life 

and solve simple 

problems)

Numerical 

patterning,

printing

Algori- 

thm, 

Modeling

9 Science

Designing a House 

Considering the Sun's 

Height

(Explain the causes of 

seasonal changes by 

relating the tilt of the 

rotation axis to the orbit 

of the Earth.)

Full

functions

P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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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는 등학교 6학년의 S(science) 과목인 과

학, T(technology)  E(engineering) 과목인 실과, 

A(arts) 과목인 미술과 사회, M(mathematics) 과목인 수

학에서 3D 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각각 선정

하 고 마지막 12차시에는 업 작업을 실시하 다. 아래 

<Table 5>에는 5차시 지도안을 시로 제시하 다.

연구자가 개발한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

그램을 수업 에 문항당 5  척도로 하여 소 트웨어 

교육 련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 10명을 상으로 타

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타당도 검증 방법으로는 

Lawshe의 내용타당도비율(CVR:Contents Validity 

Ratio)을 이용하 다[14]. 응답 문가 수에 따른 CVR

의 최소값은 10명인 경우에는 0.62이다. 3D 린터를 활

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에 한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no. Questionnaire CVR

1

 Is this training program suitable for

 integrative education using 3D 

 printers?

0.94

2
 Is this educational program suitable 

 for sixth graders?
1

3

 Do you think this educational 

 program will help students increase 

 their computational thinking?

0.72

<Table 6> Results of CVRs

본 연구의 로그램 타당도 조사 결과 타당도 조사 결

과는 모든 문항에서 CVR 값이 0.62( 체 응답자수 10명)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본 로그램이 등학

교 6학년 학생들의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

램으로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o

-ur
Subject

Contents 

(Achievement 

criteria)

Tinkercad

Computa

-tional 

Thinking

10
Practi

-cal Arts

Robot modeling in 

everyday life

(Explain simple 

principles of operation 

using simple examples 

of robots used in 

everyday life)

Full

functions,

Printing

Collabora-

tion

11 Society

Creating the shape of the 

land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Identify and compare 

territorial sizes and 

shapes of countries in the 

world)

Full

functions

Abstrac-

tion, 

Modeling

12
Creativ

-ity

Modify modeling 

through collaboration

Full

functions, 

Collabora-

tion

Collabora-

tion

Top-ic
Nametag Engraving 

Modeling
Hour 5/12

Subject Art

Tinkercad

functions

Computational 

Thinking

Character Copying, 

Printing

Modeling, 

Collaboration

Achiev

ement 

criteria

•Explore the ways of knowing th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effects of various expression 

formats such as plane, stereo, and video

•Create name tags and output them to a 3D printer 

using Tinkercad's text and copy functions

Phase
Learning process (min)

•Learning activities

Introd-

uction

Understand the problem situation (5‘)

•Identifying nametag modeling appearance

- Identify the Tinkercad features needed to create 

the proposed name tag

Tinkercad name tag modeling(15‘)

 <Table 5> An Example of the Art Class for the Fifth Hour

Deploy

ment

•Sort and group in proper order to create 

suggested name tags

Learn how to slice and print 3D printers (15‘)

•Learn slicing programs

•Learn how to operate your 3D printer

Sum-

mary

Making (5‘)

•Print out the name tag while understanding how 

the printe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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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연구

4.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을 

용한 수업이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 향상에 효과

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한 연구로 등학교 6학년 2

개 반 50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실험집단은 남자 13

명, 여자 12명으로 총 25명이며, 통제집단은 남자 12명, 

여자 13명으로 총 25명이다. 연구 상자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Group Grade Classes Total

Experimental group 6 1 25

Controlled group 6 1 25

<Table 7> The Number of Students for Study

4.2 연구 설계

본 연구를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고, 

실험집단에는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을 

용하고, 통제집단에는 동일 주제의 강의식 교과 수업

을 용하여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연구를 하여 사용한 실험 설계는 사 -사후 통제집단 

실험설계이며 이를 도식화하면 <Table 8>과 같다.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G1 O1 X1 O3

G2 O2 X2 O4

G1 : Experimental group

G2 : Controlled group

O1, O2 : Pre-test (Computational thinking)

X1 :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using 3D printer

X2 : Traditional lecture-type education program

O3, O4 : Post-test (Computational thinking)

<Table 8> Design of the Experiment

10월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두 집단을 

상으로 사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 다. 실험

집단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기간에 걸쳐 교과 

시간에 총 12차시(40분 단 ) 분량의 융합교육 로그램

을 용하 고 통제 집단은 동일한 기간에 동일 주제의 

강의식 교과 수업을 용하 다. 로그램 용 후 12월

에 사후검사를 통해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 로그램이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미친 향을 평가하 다.

4.3 검사 및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개발한 

‘소 트웨어(SW)교육 효과성 측정도구’  컴퓨  사고

력 측정 검사를 (Fig. 2)의 시와 같이 사용했다[31]. 

해당 검사 도구는 국내·외 컴퓨  사고력 측정 도구를 

문헌 분석하여 합한 표  방법과 내용, 구성, 환경 등

을 구성하고 문항 양호도 검사, 일럿 테스트, 문가 

의회, 장조사 의견 수렴 등 2015년, 2016년에 걸쳐 

문항들을 지속 으로 수정, 개량한 검사 도구로 비교  

많은 표본과 보완을 거친 검사지이다. 등학생은 1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 평균 0.50, 변별도 평균 

0.422로 문항 변별도 한 우수한 편이다.

Problem #5 

Hye-ji wants to develop a program that involves stacking 

stairs. To build a three-story staircase with cubes of 

the same size, six blocks are required. The figure below 

shows a three-dimensional and cross-sectional view of 

block stacking.

5-1. Find out how many blocks you need to build a 

staircase on the fourth floor

(Fig. 2) Sample Questions of the Computational 

Thinking Test Questionnaire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IBM SPSS 25 로그램

을 사용하 으며, 수업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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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컴퓨  사고력 변화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각 집단에 사 -사후 t-검정을 실시하 다.

5. 연구 결과

5.1 집단 간 비교

먼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을 용

하기 과 후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컴퓨  사고력

의 t-검정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est Group M SD t p

Computational 

Thinking

(Pre)

Experimental

(N=25)
8.72 4.730

.177 .860
Controlled

(N=25)
8.48 4.865

Computational 

Thinking

(Post)

Experimental

(N=25)
11.48 4.312

1.922 .061
Controlled

(N=25)
8.84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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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Results of the Pre and Post-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led group 

로그램 실시 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컴퓨  

사고력 t-검정 결과 두 집단의 컴퓨  사고력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 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컴퓨  사

고력에 한 t-검정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

교집단보다 높았으나 유의확률 .061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값의 증가로 

미루어 볼 때 로그램이 비교  은 횟수와 짧은 기

간에 용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에 충분한 기간과 횟수로 로그램을 용

한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 된다.

5.2 집단 내 비교

각 집단 내의 사 -사후 검사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est Group M SD t p

Computational 

Thinking

(Experimental)

Pre

(N=25)
8.72 4.730

2.522 .019*
Post

(N=25)
11.48 4.312

Computational 

Thinking

(Controlled)

Pre

(N=25)
8.48 4.865

1.000 .327
Post

(N=25)
8.84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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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Results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f the 

Groups respectively

실험집단의 경우 사  검사보다 사후 검사 평균이 

2.76 증가하 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  검사 보다 사

후 검사 평균이 0.36 증가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이 결과를 통해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이 등학생의 컴퓨  사

고력 증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3 검사 결과의 해석

이 게 틴커캐드 모델링을 기반으로 3D 린터를 활

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컴퓨  능력을 

향상시킨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틴커캐드를 이용하여 사물을 모델링하는 과

정이 컴퓨  사고력의 요소와 각각 유사한 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모델링 주제를 탐색하면서 

문제인식 역량을 키우고, 모델링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분해 능력을 배우며, 복잡한 사물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을 모델링하면서 추상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 

제품을 설계하는 차에서 알고리즘 능력을 갖추고, 틴

커캐드의 패턴화(반복)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화하는 과

정에서 자동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가 3D 모델링 교육과 컴퓨  사고력과의 연 성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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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사회는 4차 산업 명이라 불릴 정도로 하루가 다

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 을 이끌어가기 해서는 

갖추어야 할 역량 역시 통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

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에 을 두고 있고, 특히 컴퓨  사고력 기반의 창의

 문제해결력과 융합  사고력을 정보교과의 핵심역량

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3D

린터를 활용한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융합

교육을 심으로 활발히 개발 에 있다는 것을 선행연

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특히 등학

생에게 합한 Thinkercad 모델링 로그램을 심으로 

한 융합교육이 6학년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알아보기 하여 융합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용해 보았다. 그 결

과 실험집단의 컴퓨  사고력은 유의한 수 으로 상승

했으며, 반면에 통제집단은 컴퓨  사고력이 소폭 상승

하긴 했으나 유의한 수 에 미치지 못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은 등학교 6학

년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

타났다. 학생들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해 3D모델링 

로그램을 조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컴퓨  사고력

의 자동화와 추상화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램과 련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6학년 2개 반, 50명

에 국한되어 있고, 로그램의 분량 역시 3개월에 걸친 

12차시로 한정되어 있어 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년, 인원, 

기간 등 연구 상과 기간을 확 하여 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Thinkercad 모델링 로그램을 심

으로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을 구성하여 운 하

다. 3D 린터를 활용한 융합교육은 연구마다 교과의 

내용은 물론이고, 3D 린터 기기의 종류와 모델링 로

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해 효과를 획일화하기 힘들다. 이

에 다양한 3D 린터 종류와 3D모델링 로그램을 상

으로 한 연구를 통해, 3D 린터를 활용한 교육의 기능

 요소와 성취수 을 조작 으로 정의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융합교육 로그램에서 컴퓨  사

고력이 증진된 것은 모델링 로그램의 조작 과정에서 

학생들이 코딩 과정과 유사한 추상화와 자동화 요소들

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제로 코딩교

육 로그램과 3D모델링 로그램을 비교하여 학생들

의 컴퓨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향에 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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