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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메이커교육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다양한 메이커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COVID-19로 인하여 메이커교
육 역시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대면 환경에서도 메이커 정신을 목표로 하는 메이커 
교육으로서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
육 수업설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비대면 학습 환경의 특징과 메이커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여 체크리스트의 초
안을 만들고, 이를 현재 현장에서 비대면 메이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5인의 강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체크리
스트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당분간 비대면 환경에서 메이커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상황
에서, 메이커 정신에 입각한 메이커교육수업의 특성과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학습 환경의 특성을 효과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및 전략 요소를 갖춘 수업으로 개발, 진행되어 메이커교육의 지속적인 진행
과 확장적 적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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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ker education has recently been actively practiced under strong governmental support as a 
nation-wide policy for innovative education, which now had to confront the unexpected challenge and 
crisis of ‘contactless educational environments’ due to COVID-19 pandemic.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hecklist needed for developing ‘contactless maker education program’ which still 
continues to maintain ‘maker mindsets’ as the goal and direction of maker education, since maker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n altern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conducted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maker education 
and contactless (i.e. online) education environments, from which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less maker education have been extracted. And then, 5 maker education instructors currently 
conducting the contactless maker education programs in various settings provided feedback on the 
developed checklist draft, which actually became the final version of the checklist. Considering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checklist for the contactless Maker education might be 
helpful in preventing to diminish or reduce the educational values and active application of mak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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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갖고 온 교육분야에서의 특징은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러지가 교육환경에서 전방위적으
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그와 함께 오픈 소스
(Open source)를 통해 지식의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 환경적, 문화적 특징
은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협력, 공유, 개방을 기반으로 
현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인재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1-4].

이러한 맥락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메이커 운동
(Maker Movement)이다. 이것은 개인 혹은 사회적 문
제나 이슈를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한 제작활동을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이다
[5][6]. 메이커 운동의 기본적 특징이나 목표는 ‘메이커 
운동 선언문(Maker Movement Manifesto)‘[7]에서 
가장 요약적으로 정리되어있는데, 물질적인 도구를 활
용한 제작활동을 넘어 메이커들이 소양 할 태도와 정신
으로 개방, 나눔, 공유 등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메
이커 정신(Maker Mindsets)이라 할 수 있다[2][3][6].

이렇듯 메이커 선언문에 나타난 메이커 정신에 따라 
펼쳐지는 메이커 운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
안적 교육환경을 모색하던 교육 분야에서 이를 적극 수
용하여,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이란 모습으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4-6][9][10]. 곧,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와 문제 해
결을 위해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다른 학습
자들과 협력적 환경에서,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
과를 개방․공유라는 활동으로 확장하게 된다. 결국 메이
커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활동의 결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는 기술적 역량의 함양은 
물론이고[3][6]][11][12], 사회적 문제나 이슈의 해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3][4][13-15].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메이커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정부 주도의 여러 정책을 
통해 메이커교육을 학교교육에 적용, 적극적 활용을 지
원하고 있다[5-7].

그러나 2020년 COVID-19 시대의 갑작스러운 도래

와 함께, 대부분의 교육환경은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면
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고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거나 대
안자료 제공 및 교수자의 원격 교육 기회 연수를 권고
하였다[16][17]. 이에 우리나라는 온라인 개학과 동시
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18][19].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COVID-19로 인한 학습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
대면 환경의 학습을 전환하였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
경이 고려되지 않은 교수설계로 인하여 학습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8][20]. 

이러한 상황은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재료, 도구, 장비 등을 활용한 물리적 활동으로 이루어
지던 메이커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며 메이커교육의 환경적 변화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21].

이에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교수 설계자가 
체계적인 비대면 환경 수업 설계 및 개발된 수업을 점
검할 수 있는 도구로서, 메이커 정신에 입각한 메이커
교육의 목표와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대면 환경
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교육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기존의 메이커교육 
모형을 비대면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비대면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 제공하고자 한다.  

Ⅱ.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1. 메이커교육의 특징과 모형 
메이커교육의 배경이 되는 메이커 운동은 일상에서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제작과정과 제작물을 다
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형성된 커뮤니티에 참여
하는 문화가 확산된 사회적 현상이다[19][22]. 이에 메
이커(Maker)는 일상에서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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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사람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연결된 다
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
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지칭할 수 있다[3][4][11].

메이커 운동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고가의 도구 사
용과 전문 기술의 민주화(Democratization)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며 확산되었다[10][23] 
[24]. 이에 디지털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온·오
프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등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제작활동의 기회가 확장되었다[3][7][23].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메이커교육의 출발점은 다
양한 도구, 기술을 활용하고 제작활동을 진행하는 공간
으로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가 있다는 점으로
서, 이는 메이커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3][11][22]. 특히 메이커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발표된 
‘메이커 선언문’은 메이커 운동의 목표, 방향, 특징을 요
약해 제시하고 있다. Hatch(2014)는 메이커 운동을 
10가지(만들라, 나누라, 주라, 배우라, 도구를 갖추라, 
가지고 놀라, 참여하라, 후원하라, 변화하라)로 제시하
며, 개인의 제작활동이 다양한 기술과 도구의 활용에서 
나아가 개방, 공유, 나눔의 사회적 참여로 확장되는 흐
름을 제시하였다[2][3][6]. 이것은 한마디로 메이커 정
신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메이커 정신으로 인해 메
이커 운동은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대안이라 여겨지게 되었다
[4-6][8-10]. 

메이커 운동에서 비롯된 메이커교육의 교육적 가치
는 두 가지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메이커 정
신이라는 소프트 스킬 측면과 더불어 다양한 도구, 기
술을 활용한다는 하드 스킬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2][22][23]. 두 번째는 메이커교육의 효과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시각이
다. 곧,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습자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활동을 하면서 도전의식, 
창의적 문제해결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
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공유, 개방하면서 타인과의 협업능력, 다

양한 학습자원의 공유,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 실천과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3][5][9][10][23].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메이커교육은 학습모형
으로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는데[6][15], 이들 모형의 공
통적 특징은 팅커링(Tinkering)이라는 활동을 통해 도
구, 기술사용에 대한 기술적 역량 습득과 메이커 활동
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6][10]. 이어서 
제작단계(Making),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번의 피
드백과 수정·보완의 활동(Improving), 그리고 마지막
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방과 공유의 단계(Sharing)
로 정리할 수 있다[3][9][25]. 이를 요약해서 [그림 1]과 
같이 TMIS (Tinkering - Making-  Improving – 
Sharing) 모형이라 할 수 있다[3][6][9][10][25].

그림 1. TMIS모형

2. 비대면 학습 환경적 특징 
메이커 정신에 입각한 메이커교육의 특징과 목표가 

유지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
서는 먼저 비대면 환경은 어떤 특징을 지닌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비대면 환경의 특
징이 단지 기술과 도구 활용 및 소개 자체에 그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곧, 기술적 도구의 활용과 그것을 통
한 효과적 학습이라는 목표로서의 학습전략이 같이 논
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전제되는 사항
은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으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컴퓨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시공간
의 제약 없이 학습자의 상황에 맞춰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26-28]는 목표로부터의 출발이다. 곧, 다양한 디
지털 도구의 궁극적 목표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
지 누구나 자신의 학습상황과 요구에 따라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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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음에 제시되는 ‘비대면 학습’의 특징은  

도구로서의 기술적 활용과 목적으로서의 학습전략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
수자의 상호작용이 대면학습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루어
지기 위해, 실시간(Synchronous) 그리고 비실시간
(Asynchronous)으로 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능
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29][30]. 실시간 상호작용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학습
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수업과 마찬가지의 실재감을 
주며 상호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
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능동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다[20][30]. 나아가 교수자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남게 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맞도록 반복 학습과 복습의 기회가 
주어진다[18][20][31][32][36]. 반면에 비실시간 상호
작용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이 개별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및 학습에 대한 성찰
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0][30-32].

둘째, 상호작용에 필요한 소통의 도구 외에도  학습
자간의 협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도구의 활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20].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블로
그, 위키, 팟캐스트, 가상세계 도구 등)를 활용하여 정보
의 공유, 나눔, 제작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33].

셋째, 다양한 온라인 ‘공개교육 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를 활용하여, 개별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스스로 선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하
나의 텍스트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다[18][26][31][32][34][3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메이커교육 학습활동과 온라인 도구의 활용 예시

결국 이렇듯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도구로서의 기술
과 목표로서의 학습전략을 한 쌍으로 한 수업을 전개하
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대면 학습의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내용(Content) 전문가, 기술(Technology) 전
문가, 교육(Pedagogical)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곧,  ICT의 교육적 활용과 함께 교강사들의 
역량으로 강조되어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s Knowledge)의 역량이 요구된다
[18][20][27][34][36][38].

반면에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 
의한 학습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함양으로 연
결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기술
적 활용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46][47], 나아가 디지털 사회
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윤리적 태도 
등의 실천적 역량을 의미한다[27][28][39]. 

결국 비대면 학습 환경은 도구로서의 기술적 활용과 
목표로서의 학습전략이 짝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교수자에게는 TPACK의 역량을,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대면 메이커교육의 특징과 모형
3.1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의 특징  
본 절에서는 이상으로 메이커교육의 특징과 비대면 

학습의 특징을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의 메이커교육’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의 가장 기본적 
전제는 ‘메이커 정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도
구와 수단으로서의 온라인 학습 환경과의 결합이 되어
야 한다. 일단 교수자는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

학습활동 내용 온라인 도구(예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실시간· 

비실시간 상호작용

Zoom, 시스코 WebEx
네이버 밴드, 블로그

협업
(Collaboration)

공동의 문서 작업 
과정을 통한 소통 및 

협력학습

Google Docs, 
Becanvas 

제작
(Creation)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제작 

활동
TinkerCAD, VLLO 

학습자료
(Contents)

다양한 학습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오픈소스 

Tingiverse, YouTube
OER 사이트 

평가 및 피드백
(Assessment)

학습의 목표를 위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
구글 폼, QuizN,

제작물 공유 ·순환 
(Circulation)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작물과 지식 공유 및 

순환
메이크올, 메이크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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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 다음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무선 인터넷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적시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
스(Ubiquitous)학습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31][3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져 인터넷 네트워크
를 통하여 학습자는 끊임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40][41]. 

이후 메이커교육의 특징인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적 
학습 환경, 제작 과정 및 결과의 나눔, 공유, 개방의 활
동이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에 따라 첫째, 대면 활동 시 강조되
었던 협력적 제작 활동보다는 좀 더 개인 학습자의 개
별적 제작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18][32]. 따라
서 개별적 학습에 따른 스스로의 학습동기와 참여적 요
소가 더욱이 부각된다. 결국 비대면 환경에서는 학습자
가 능동적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과 개별적 학습동기 촉진을 위한 교수자의 노력
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개별적 제작활동 및 학습활동이 대면환경에서 
보다는 강조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작활동에 대
한 상호작용, 소통, 나눔, 공유 등의 협력적 활동은 지속
하는 것인 만큼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온라인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시간, 비실시간 온라인 도구를 모두 활용함으로
써 상호작용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양방향 실시간 화상 도구의 활용을 통해 비대면 환경으
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학습의 실재감과 사회적 유대
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비실시간 도구를 통하여 깊이 
있는 성찰과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해야 한다[30][36][38].

셋째, 오픈소스 활용으로부터 시작된 메이커운동의 
정신에 따라, 메이커교육의 학습리소스는 다양한 공개
교육자료(OER)와 공개교육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 학
습리소스는 메이커교육에서 제작활동에 필요한 오픈소
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접속 링크 및 동영상, 
이미지 등 질적 신뢰도가 확보된 ‘공개교육자료(OER)’
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18][26][32][34][35]. 예를 들어, OER 및 기

타 온라인 학습리소스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교육
용으로의 활용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41]. 

마지막으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방대한 온라인 자료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제작활동
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온라인 공개교육 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며 개인 정보 보안 및 저작권 등의 윤
리성을 함양 할 수 있다[42][43]. 이상으로 비대면 환경
에서의 메이커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의 특징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메이커 정신에 입각한 메이커교육으로서의 특징은 유
지한다는 목표와 방향성 하에, 다양한 온라인 도구와 
기술을 메이커교육의 시작에서부터 활동단계마다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곧,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과 협업(Collaboration), 제작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유(Sharing), 제작물에 대한 상호 피
드백(Improving)이라는 각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4][7][39][44][그림 2].

3.2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의 모형
앞서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의 특징을 [그림 

2]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제 이것을 메이커교육의 모형 
중 대표적인 모형인 TMIS 모형[그림 1]에 적용하여 각 
단계마다 어떤 특성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그림 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5300

그림 3.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모형

우선,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메이커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 환경 분
석이 전제되고 이어서 메이커교육의 기본적 단계인 팅
커링(Tinkering), 만들기(Making), 개선하기(Improving), 
공유하기(Sharing)의 4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환경 분석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학습에 접근하기 위한 디
지털 기기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물론 메이커교육 활동
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학습전략과 그에 따른 온라인 
도구 활용이 진행되지만, 비대면 메이커교육 수업을 준
비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메이커교육에서 활용
한 온라인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선택 등의 활동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메이커교육의 성
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공유, 협업, 제작, 평
가, 제작물 공유 및 순환 활동을 위한 도구’는 어떤 것
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제작활동시 참조할 학습리소스에 대한 선별 작
업이 이뤄지는데, 다양한 학습 콘텐츠 활용을 위한 
OER(공개교육자료)의 접근성과 재사용 여부, 공유와 
개방에 관련한 자료의 규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리소스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
수와 온라인 도구 활용에 대한 사전 안내를 담고 있는 
‘지침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다 한 다음에는 본격적
으로 비대면 메이커교육의 첫 단계인 ‘팅커링
(Tinkering)단계’가 진행된다. 이때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놀이하듯이 탐색하며 제작 활동
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일으키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
에, 주로 개별적 학습활동으로 진행된다. 이에 교수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학습자는 개인
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팅커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
다.  

두 번째는, ‘만들기(Making)단계’로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제작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다양한 온라
인 학습 자료(OER, 인터넷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사이
트 등)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온라인 협업 도구(예를 들
어, Google Docs, Becanvas)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고 그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가
도록 한다. 이후 그룹 안에서 실제로 제작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논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제작을 위
한 계획 구축, 제작활동(예를 들어, Tinker CAD, 아두
이노)을 진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각자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제작활동이 진행
되지만 이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도구(예를 들어, 
Zoom, 구글 행아웃)를 활용하여 동료학습자와 함께 소
통 및 토론, 그리고 기록하기(documentation)(예를 
들어, 네이버 밴드, 게시판)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학습
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적 제작과정은 메이커교
육에서 강조하는 공유 및 개방 활동의 일부가 된다. 

세 번째는 ‘개선하기(Improving) 단계’이다. 이때는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제작물을 실제 사용자 테스트 
및 제작물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에 학습자는 제작물
을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 학습자로부터의 온라인 피드
백 또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예를 들어, 메이크올, 메
이크영1)로부터의 실제 피드백 등을 수용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작물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
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외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로부터의 피드백은 학습자들의 개별 혹은 그룹별 활동
이 실제적 맥락성(authenticity)을 부여받고 있다는 경
험을 주게 됨으로써, 결과물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발

1 메이크올 www.makeall.com 
  메이크영 www.young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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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기대감과 학습동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기(Sharing) 단계’ 인데, 여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작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
고, 그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얻으면서, 앞서 개선 단
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결과물에 대한 실제성
(authenticity)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는 궁
극적으로 그들이 목표하는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참여
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보통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공
유하기의 활동은 ‘메이커 페어’로 일컬어지는 전시 활동
이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온라인 메이커 페어(Maker 
Faire)로 대치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예를 들어, 초대장 
제작, 시나리오, 진행 순서 등의 역할 분담) 활동이 이
루어진다. 

이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모형은 앞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 등, 곧, 비대면 학습 환경의 특징, 
메이커교육의 특징, 비대면 메이커교육의 특징 등을 종
합, 연결하여, 메이커교육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특성
(온라인 도구, 학습전략)을 지닌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
이커교육 모형’으로 탄생하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메이커 정신에 입각한 메이커교육의 특성

과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비대면 학습 환경’
에서의 메이커교육 수업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관련 문헌을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한정하
여 수집·선정·분석하였다. 선정 조건으로 메이커교육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 연구자료, 박사 학위 
이상의 논문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 설계와 관련된 분야
로 한정 지어 국내논문은 28편, 해외논문은 22편으로 
총 50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개발된 체크
리스트 초안의 구성 그리고 문항의 적절성, 유용성 등
이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의 메이커 교육 단계별 특징 

및 주요활동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시작하여 현재 운영하
고 있는 강사 5인의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1회 실시하
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통해 체크리스트 초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들을 검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
정·보완하였고, 이후 전문가 2인의 전화인터뷰를 통하
여 최종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비대면 환

경에서 메이커교육 단계별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체크
리스트’의 항목 도출을 위해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이러닝
(e-Learning), 온라인 교육(Online Education), 원격
수업(Distance Education), COVID-19를 주제로 연
구한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국내 논문은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데이터베
이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외 
자료는 Google scholar, Google, Amazone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전문적인 내용 
분석을 위해 ‘준거적 선택’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
리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먼저, 메이커교육은 메이커 운동을 시작으로 2015년 
이후 연구된 교육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자료를 수
집 및 분석하였으며, 기술 중심이 아닌 메이커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주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 비대
면 환경에서의 교육의 특징은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교육
(Online Education), 모바일 러닝(m-Learning)으로 
유사한 개념의 의미로 확장하여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
된 교육 설계를 중심으로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어 COVID-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된 비대면 문화의 장기화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학습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 자료뿐만 아니라 교육부 발표 
자료 및 검증된 기관에서 발표된 최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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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메이커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으로 메이커교육 경
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통
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
문가 집단의 구성요건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요건
으로는 1) 메이커교육에 대한 이해와 운영 경력이 있는 
자, 2) 현재 비대면 환경에서 메이커교육을 설계 및 운
영하는 자 등 총 5명을 대상을 진행하였다. 

표 3. 체크리스트 초안 검토 전문가 분야 및 경력
순번 전문가 분야 경력 전공

1 A 메이커교육강사 5년 이상 교육학  박사
2 B 메이커교육강사 5년 이상 교육학  박사
3 C 메이커교육강사 5년 이상 교육학  석사
4 D 메이커교육강사 1년 이상 교육학  석사
5 E 메이커교육강사 1년 이상 교육학  석사

Ⅳ. 연구결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수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수업 설계를 위
한 체크리스트 초안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모형’[그림 3]을 기반으
로 하였다. 이후 이것을 각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목적으로 기술한 다음[표 4], 그에 기반하
여 체크리스트의 개별적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항목은 
총 50개로서 각 단계와 요소마다 체크할 항목의 개수
는 괄호로 적어 넣었다.   

표 4.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단계별 세부내용

Tinkering

▫개별 학습 또는 팀 학습 구성

6온라인 
도구탐색

▪다양한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안내
▪자유롭게 온라인 도구 탐색
▫학습자 동기 부여

M
aking

▫다양한 지식과 정보 등의 공개학습
 자원을 통한 문제발견 4온라인 

협업도구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 및 
 시각화 작업을 통해 최종 문제 결정 
▫구체적인 인물의 입장에서 공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및 문제해결 3온라인 

콘텐츠공유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설문조사, 
 오픈도구 이용자 대상 인터뷰

온라인 협업 
도구

온라인 
제작도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정리 및 시
각화
▪제작활동 계획 
▪제작활동에 필요한 학습리소스 제공
▪학습자의 진행속도 조절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피드백

8

Im
proving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비실시간 동료 피드백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

3

▫수정 및 보완
  - 학습자의 긍정적인 실패경험 및 
    지속도전

2

Sharing

온라인 
메이커페어

(Maker 
Faire)

▪온라인 메이커페어를 위한 계획 및 
  역할 분담
▪온라인 메이커페어 진행 

3

온라인 
커뮤니티·

SNS 
제작물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하여 
  제작물 공유 및 개방
▪다양한 피드백을 통한 성찰 기회 제공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실천

4

*  ■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단계 세부내용
   □ 대면 메이커교육의 단계 세부내용

1. 온라인 학습 환경 분석 
이 단계는 세부 문항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 분석, 온라인 도구 분석, 온라인 콘텐츠 분석, 가이
드라인 및 지침서 준비 등 4개의 세부 단계와 총 17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사
전 경험 여부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디지털 격
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습의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온라인 네트워
크 환경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의 분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어 학습의 실재감을 위하여 유형별 다양한 온라인 
도구의 분석이 요구된다.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학습
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과 수업의 성격
에 맞는 적절한 온라인 도구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온
라인 도구는 그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통일
하여야 한다. 이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하지 못
한 상황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다

단계 비대면환경 세부내용 및 목적 문항수

온
라
인
 학

습
 환

경
 분

석

온라인 
환경 분석 

▪교수자, 학습자의 환경분석
 -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학습매체 도구(디지털기기)

7

온라인
도구분석

▪실시간·비실시간 상호작용 온라인도구
 -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학습 자료 전달을 위한 콘텐츠 공유 
 - 학습자간 소통 및 협업 활동
 - 창의적인 제작활동
 - 학습자 평가 및 피드백
 - 사회적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연결

6

온라인
콘텐츠분석

▪다양한 수업 자료 제공
  - 멀티미디어자료, 오픈소스 활용 2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원활한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 수업안내 및 저작권, 네티켓,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적규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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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수자가 직접 제작 
또는 동영상, 이미지, 온라인 사이트 공유 등의 공개교
육 자료를 활용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학습 자료의 품질 
분석이 요구된다. 자료의 접근성, 신뢰성 및 사실성을 
파악하고 교육용으로 활용 범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서의 준비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업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도구 및 수업 일정 등에 대한 안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어 학습자가 활용하게 되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의 접근법과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및 법률 
사항 등을 분석한다. 또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며 노출되는 개인 정보(사진 및 영상 기
록)에 대한 보안 측면인, 비대면 환경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 등을 사전에 준비 및 분석 후,  ‘팅커링 단계’에
서 본 학습이 진행되기 전 사전학습의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2. 팅커링(Tinkering) 
이 단계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습자들이 

메이커교육에 대하여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단계이다.  
이에 학습자들이 놀이하듯이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탐
색하고 관찰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이 어색한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간 퀴즈 및 다양한 
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위한 문항이 개발되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 분석’
에서 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용되는 온라인 
도구들을 탐색하며 학습자들이 실시간 수업 외에도 비
실시간으로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는 
학습자별로 학습의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
서든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능
동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다. 이어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는 공동제작 및 협업의 
한계가 있다. 이에 수업 진행을 개별적으로 진행할지 
팀 활동으로 진행할지 제작활동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기에 개별학습 및 팀 구성 여부의 항목을 포함
하였다.

3. 만들기(Making) 
‘만들기 단계’는 문제 발견하기, 공감하기, 제작하기

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문제 발견하기 단계는 개인의 실제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
습자원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료 학습자들과 토
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실제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의 입장에
서 문제와 상황을 공감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를 위
하여 기상 및 정보 탐색, 인터뷰(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및 설문조사), 실사용자 체험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하고 학습자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학습 
환경은 온라인 자료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를 비판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들을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실제 제작을 위해 구체
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진행 일정 및 역할 분담 등
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활동이 진행된다. 이에 학습자가 다양한 제작 도구
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별 학습
의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자간의 지식 공유와 배려 및 협력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 하였다. 

4. 개선하기(Improving)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만들기 단계에서 제작한 프로

토타입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단계
로 제작물 발표 및 피드백, 수정 및 보완의 세부단계로 
구분하여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단계에서 동
료학습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작물을 공유하고 피드
백을 주고받으며 비실시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문항
을 개발하였다. 제작물 공유와 다양한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자는 생산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
용하며 도전정신을 함양 할 수 있다. 이에 교수자는 학
습자가 제작물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지
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가 요구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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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5. 공유하기(Sharing) 
이 단계는 온라인 메이커 페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공

유의 세부 단계로 구분되어 총 7개의 문항이 개발되었
다. 온라인 메이커 페어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초대
장을 제작한다. 이에 필요한 온라인 도구를 선택하고, 
학습자가 온라인 메이커 페어(Maker faire) 개최를 위
해 다른 학습자들과 협력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제작과정과 제작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 
및 개방’을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피드백을 통하여 성
찰의 기회를 얻고 사회적 실천으로 참여의 기회가 개인
에서 사회로 확장된다. 이를 위한 온라인 공유 플랫폼
을 제작물의 주제에 맞게 선택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일회성으로 머무는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
로 ‘공유, 개방’을 통해 메이커(Maker)로서 사회적 실천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Ⅴ. 결론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고 있을 때, 메이커교육은 그 대안으
로서 등장하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때, 급작스
런 COVID-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의 도래는 다른 교
육상황과 마찬가지로 메이커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비
대면 학습상황에 따른 모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특히 메이커교육은 제작활동이 중심이 되는 만큼 대면 
학습 환경이 매우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태가 도래하기 전부터 다행스럽
게도 다양한 온라인 도구, 기술이 발전하여 대면 활동
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학습자나 교수자나 모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비대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메이커교육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메이커교육에
서 강조하던 메이커 정신(나누고 공유하고 개방하고 참

여하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방안이 바로 수업설계 시 필요한 체
크리스트 개발이었다. 

관련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비대면 메이커교육 수업
의 특징과 그 모형을 도출하고, 그에 대하여 실지로 현
장에서 메이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들의 피드백
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50문항으로 구성된 ‘비대면 
메이커교육 수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가 좀 더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비대면 메이
커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었어야 한다. 아
마도 본 연구의 한계는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그것을 본 연구의 후속연구과제로서 남겨
두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는 당분간은 
현 COVID-19 상황이 지속되고, 또한 이후에도 분명 
이전과는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예측
하에, 메이커 정신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교육의 실천이 
위축되거나 그 가치가 축소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제
작 활동에 필요한 재료의 한계가 있어도, 학습자들과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
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제작 도구를 통해 개별적 혹
은 협력적 창의적인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대면 공간 대신 온라인 공간, 대면에서의 협력적 
관계 대신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관계라 하
더라도 여전히 학습자들은 공유, 개방, 나눔, 참여의 메
이커 정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
나 경험을 주는데 본 연구의 체크리스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본 연구는 1저자의 석사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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