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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evaluates a program developed for a high school-university linked class. The program combines maker 

education and smart clothing technology, which has great potential. First, in the preparation stage, the dyeing design 

course incorporates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on smart clothing and maker education. Second, in the 

development stage, a program was developed to make emotional eco-bags by applying the transfer dyeing technique 

using transfer paper for inkjet printers and smart clothing technology using conductivity thread and LED bulbs. 

Thir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class was offered to 17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 to major in clothing 

and textiles. Lastly, the class was evaluated. The program had a 4.95 satisfaction level as measures on a five-point 

scale.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ed an advanced program with Lilypad Arduino.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motional eco-bag development program applied with conductive yarn and transfer 

dye could more easily produce smart clothing technology, thereby expanding the thinking of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 clothing major.

Key words: Emotional Eco-bag, High School-university Linked Program, Maker Education, Smart Clothing 

Technology, Transfer Dyei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 연계 학과 공체험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 다. 로그램은 메이커 교육과 

성장 가능성이 큰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목시켰다. 첫째, P( 비) 단계에서는 스마트의류  메이커 교육에 

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악하여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염색 디자인 교과목에 목하 다. 둘째, D(개발) 단계에

서는 잉크젯 린터용 사지를 이용한 사염, 도성 실과 LED 구를 이용한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하

여 감성에코백을 만드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셋째, I(실행) 단계에서는 의류학 공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17명을 

상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E(평가) 단계에서는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메이커 교육 로그

램의 만족도를 5  척도로 측정하 다. 그 결과 4.95 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존 로그램에 릴리패

드 아두이노를 추가한 심화 로그램을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성 실과 사염을 용한 감성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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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개발 로그램은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어 의류학 공에 한 고교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주제어: 감성 에코백, 고교 학연계 로그램, 메이커교육,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 사염 

1. 서론

기술이 발 하면서 통 인 의류의 의미를 넘어서 

스마트기술이 용된 의류가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의

류는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섬유·의류 소재 기술이 융합

된 고기능성 의류로 데이터 송, 생체신호 감지, 발열·

온도 조 , 스마트폰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류이다. 해외의 경우 로벌 IT기업인 구 이 의류 

랜드 리바이스와 업을 통해 스마트 재킷을 출시하

으며(Kim, 2019), 국내에서도 미아방지 기능, 실시간 

러닝코칭 기능, 온도조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의류를 선보이고 있다(Kim, 2020). 최근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스마트 손목, 스마트 헤드기기와 같

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이 확 되고 있어 같은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분야인 스마트의류도 빠른 성장

이 기 되고 있으나 타 기기에 비하여 소비자 인지도 

 사용화 수 은 낮은 편이다. KDB Future Strategy 

Research Center(2019)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재 소개

되고 있는 스마트의류는 풍력 자가발  발열의복, GPS

부착 의복, 직물형 태양 지 등 특수한 문지식이 목

된 의류가 부분으로 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의류의 발 을 

해서는 쉽게 근하여 만들기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상용제

품이나 교육 로그램에 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의류는 통 인 의류에 자장치를 부착하

여 빛, 소리, 움직임 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의류에 부착할 수 있는 상용 자장치를 

활용하면 자 기공학 분야의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스마트의류 제품을 구 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상용 자장치인 아두이노는 간단한 개발환

경과 하드웨어만 갖춘다면 모터제어를 통한 기 로 , 

음악, 사운드 장치,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 게임분야, 

네트워크시스템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Kim 

et al., 2018). 한 오 소스 하드웨어 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의 정보를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들도 쉽게 

코딩하고 생각한 것을 구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

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어 로그래 에 한 진입

장벽이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 낮다. 이 랫폼들은 난

이도, 기능, 사용 목 들이 다르나 따라 하기 쉽고 단기

간에 로그램 언어 문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Kim 

et al., 2016). 그  릴리패드 아두이노는 원단에 부착하

여 가장 쉽게 스마트의류 로토타입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장치로 꽃잎 모양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이다(Lee et al., 2016).

한편, 제 4차 산업 명으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정치

, 사회 으로 크게 변화하는 시  흐름에 발맞추어 

창의  교육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배

워야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재와 미래사

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해서는 자기 주도 이고 창

의 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개인에 맞는 문

제와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성취

감을 느끼도록 하여 다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도

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변하는 재,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과 새로운 것에 한 도 , 틀에 갇히지 않는 유연

한 사고와 동료와 력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Korea Association of Consilience Education

(2017)에 따르면 주체 인 능력을 기르는 것에 도움을 

주는 메이커교육은 자기주도 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잡하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은 작

은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해진 답이 없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문제 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끊임없

이 생각하고 정보를 모으고 동료와 력하는 능력을 길

러주는 메이커교육은 미래사회에 한 능동  응력

을 길러주기 한 기술  소양이 포함된 것일수록 효과

일 것이므로 스마트의류와 같은 디지털 제작기술을 

용할 경우 흥미있는 메이커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더

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인한 고등학교 장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로 성과 진로에 한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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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하 으며, 학의 진로 체험 로그램의 참가에 

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고교생 심의 공체험 

기회와 학과· 공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다양한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의류와 메이커교육을 

목시킨 고교- 학 연계 의류학 공 체험 로그램을 개발

하여 용하고자 하 다. 의류학과 교과목  고등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염색디자인 교과목을 상으로 

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여 릴리패드 아두이노와 도성 

실을 이용하여 릴리패드 아두이노에 한 흥미를 불러일

으키고 자회로를 이해하여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에 

보다 쉽게 근하여 의류학 공에 한 이해도를 확장할 

수 있는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메이커교육과 고교- 학연계 로그램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에 응할 수 있는 소양들

이 학생들에게 요구되면서 학습자 심의 창의 인 교

육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시스템은 

학습자 심의 수업,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학습, 시뮬

이션 기반학습, 탐구학습, 스토리텔링, 외부환경에 민

감하게 처하는 능력, 력  수업,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할 것이다(Jin et al., 2018).

교육부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의 구

분에 따른 지식편향 상을 허물면서 2009 개정 교육과

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창의  인재)을 기 로 창조경

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의 방향은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

다.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인성을 겸비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Jin et al., 

2018). 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하여 핵심

역량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심미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 리역

량이 제시되는데 이는 메이커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방

향과 통한다. 특히 창의  사고 과정을 통한 창조경제

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교육부의 의도와 자신의 문제를 설계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메이커교육

이  교육과정과 일치한다. 

메이커교육이란 결과물을 향해 시행착오를 거듭하

는 경험을 통해 혼자 힘으로 활동하고 몰입하고 지속

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메이

커교육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장비가 있을 때 효과

이고 둘째,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 안에서 스스로 자

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수집한 지식을 융합하

여 활용하고 셋째, 메이커교육은 기, 자, SW, 술, 

공작, 목공 등 다양한 창작활동의 내용을 다룬다. 넷째, 

메이커교육이 실행되는 범 는 교과교육, 동아리, 캠  

등 다양한 형태로 범 하고 다섯째, STEAM교육에

서 학습 거 틀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자기 주도 이고 창의

인 설계과정을 제공할 수 있고 여섯째, 메이커 교육

의 시작과 반에 걸쳐 다양한 자원과 상호작용을 

진하는 커링이 강조된다. 일곱째, 메이커교육은 자신

의 경험에 한 기록을 강조하고 여덟째, 실패를 통해 

배우기 해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아

홉째, 메이커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물을 나 고 

력을 유도해야한다(Lee, 2019).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패를 경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놀이를 통한 배움

을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메이커교육을 장려하고 국

에서는 수학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충하는 것을 

으로 창의 인 메이커 활동을 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학과 과학 로그램을 보충하

고 창의 인 문제해결의 기회의 제공하는 것을 요

으로 여기고 있고 가나에서는 지식을 공유하는 멘토쉽

을 메이커교육 시 으로 하고 있다(Irie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를 도입하고 다양한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수업과정에서는 학입시  

내신 등 산출  입을 한 ‘진도 나가기’식의 수업, 

상 평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  자료의 부족, 학 당 

학생 수 등으로 인해 학생 참여 심 수업을 운 하는 

메이커교육을 용하기 어려우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



132  강다 ․이정순

성을 한 메이커교육의 지속  용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Jin et al., 2018). 따라서 고등학생의 

재 가장 큰 심사인 학교에서 운 하는 고교- 학 

연계 로그램, 를 들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

과체험 로그램, 진로체험 로그램 등에서 메이커교

육을 용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체험형 메이커교

육 기회를 제공하는 로그램이 운 되고 있어 고등학

생들에게도 메이커교육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로그램은 고교와 학이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 고교생은 심분야의 공을 미리 

체험해 으로써 자신의 성과 맞는지 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학 진학 시 공불일치에 한 부 응이

나 이탈을 일 수 있다. 학은 사회에 자 학의 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능 등 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실제 인 진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Heo & Park,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

론보다 실습을 하며 자신들이 직 하는 것을 선호하

고, 공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으

며, 련 분야로의 학습 의욕이 있음을 확인하 다(Heo 

& Park, 2014). 충남 학교는 오  캠퍼스 개념의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인 CNU Edu Bank를 학과  공

별 특성에 맞춰 각 학과가 자율 으로 기획, 운 하고,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학을 찾아 공수업, 실험, 토

론, 진로교육 등을 경험하며 분야별 지식과 역량을 쌓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문‧사회‧경상계열 공에 

한 이해 증진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문사

회학 아카데미’, 자연과학 계열의 공이해를 높이고 

실험‧실습 로그램을 제공하는 ‘Science Lab’, 의약학

계열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진로탐색을 지원

하는 ‘의약학계열 공체험’, 우수한 우리 학의 교원

이 직  고교를 방문하여 공에 한 소개와 진로 방

향에 한 특강을 지원하는 ‘PRISM강의실’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의류학과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

사염 기법을 이용한 염색체험  학과소개”라는 주제

로 CNU Edu Bank에 참여하여 학과소개와 학과 공에 

한 체험을 통한 메이커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

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에 한 심이 나날이 증가

하는 추세를 반 하여 의류학 공에 한 이해도를 

확장하고자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와 염색디자인 융

합 의류학과 진로체험”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도

를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을 설계하여 운 하 다.

2.2.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

스마트의류는 통 인 의미의 옷에 IT기술과 첨단 기

술이 융합된 것으로, 주  환경, 다른 사람이나 인체 자극 

등의 기신호나 데이터를 즉각 으로 교환 는 감지  

반응시스템을 용한 옷이다(Choi & Park, 2018; Byrdina 

et al., 2021). 스마트의류란 기기를 단순히 착장하는 것 

이외에도 자기기가 직물에 직  부착되어있는 것을 뜻

(Nichols, 2019)하는데, 스마트의류시스템 요소로 섬유나 

실 는 직물 등을 이용하는 기 도성 소재를 이용한 

것, 마이크로 자소자를 이용한 것, 회로 패턴이나 연 

등을 이용한 것, 키보드, 스피커, 마이크로폰, 디스 이 

등을 이용한 것, 소 트웨어를 이용한 것 등으로 다양하

다 (Kim et al., 2013; Jang et al., 2017). 한 스마트기능뿐

만 아니라 의복 본연의 역할인 쾌 성, 안정성, 내구성, 

편의성 등 기능 인 요소와 개성 표 을 가능하게하는 심

미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Gong, 2015).

이러한 스마트의류는 하이테크의류, 스마트섬유의류, 

웨어러블(wearable) 등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나

타난다. 반려견의 기분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반려견 웨

러어블 스마트의류 Petpuls는 CES 2021 Innovation 수상

작(CES 2021 Innovation Award Product Retrieved, 

2021)  하나이고 미국 보건 련기업 52%가 디지털 

헬스 어 방법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 이거나 개

발계획이라고 밝히고(JABIL, 2020) LED를 활용하여 

어두운 공간에서도 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한 장

갑인 ‘The night gestures’(Wang, 2012)가 디자인되는 

등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는 꾸 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어 스마트의류는 큰 성장이 기 되는 분야이다. 

스마트의류시스템을 구  방법에는 의류 제작 후 

자기기를 상호연결하는 방식, 직물 단계에서 도성 실

과같은 기 도성 물질을 이용하여 자 회로도를 구

성하는 방법, 섬유 단계에서 자소자를 섬유에 내장하

여 구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3). 

스마트의류를 구 하기 해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기기 

 하나로 릴리패드 아두이노가 있다. 릴리패드 아두이

노는 MIT Leah Buechley교수 연구실에서 개발된 공학, 

기술, 공 의 요소가 결합한 꽃잎 모양의 마이크로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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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보드이다. 이는 의류에 용할 때 납땜 없이 메인보

드와 각종센서, 원장치 등을 도성실을 이용하여 서

로 연결이 가능(Lee et al., 2016)하기 때문에 기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결과물 도출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릴리패드 아두이노 활용 수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학생들 스스로 융합 으로 활용

하면서 창조 으로 작품 구상부터 제작까지의  과정

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Park et al., 2013). 

 다른 선행연구  하나는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활용

한 수업개발을 제안하는데, 아두이노를 활용한 수업은 

과학기술  지식을 체계 이고 종합 으로 습득하며 수

업 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문제와 해결방

안을 용함으로 창의융합인재양성 로그램의 가치를 

가지고, 창의 인 문제 해결과정에서 산출되는 생각은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Kwon, 2018). 따라서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용한 

스마트의류 메이커 교육 로그램은 학생들이 스마트의

류를 직  만들어 으로써 스마트의류에 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릴리패

드 아두이노를 용한 스마트의류 메이커교육 로그램 

개발은  교육과정과 스마트웨어의 발 이 진행되고 

기 되는 미래시 에 발맞추기 함에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

한 고교- 학 연계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용하기 

해 충남 학교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인 CNU Edu 

Bank 로그램  하나인 의류학과 Science Lab 로

그램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참여한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인 고등학생 20명과 17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2019년 의류학과 Science Lab 로

그램 주제는 “ 사염 기법을 이용한 염색디자인  의

류학과 진로체험” 이었고 2020년 의류학과 Science 

Lab 로그램 주제는 “테크놀로지와 염색디자인 융합 

의류학과 진로체험” 이었다. 두 주제의 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은 의류학과 공체험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 

로그램에 자발 으로 신청하여 이루어졌다. 

3.2. 장치  재료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하지 않고 운 한 

2019년도 메이커교육 로그램 운 에는 컴퓨터, 잉크

젯 린터, 열 스기, 잉크젯 린터 용 사용지, 

에코백이 사용되었다.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

한 2020년도 메이커교육 로그램 운 에는 2019년도

에 사용된 재료  장치에 릴리패드 USB, 도성 실, 

릴리패드 LED 1색, 코인 셀 배터리, 릴리패드 코인 셀 

배터리 홀더, 10cm×10cm 크기의 회로도 용 직물 재

료가 추가되어 사용되었다. 개선된 로그램에는 

10cm×15cm 크기의 회로도 용 직물, 릴리패드 메인

보드와 릴리패드 LED 3색이 추가된다. 

3.3. 연구 차  방법

이 연구의 목 인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메

이커교육 로그램 개발을 하여 PDIE 모형 차에 따

라 Table 1과 같이 비(preparatio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단계의 차

를 거쳤다(Kim et al., 2019; Kim et al., 2016). 

첫째, 비(Preparation, P)단계에서는 2019년도에 운

하 던 메이커교육 로그램에 스마트의류를 목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선행 연구 내용을 악하 다. 

Preparatio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Decide a subject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Develop a program Apply the Program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gram

Making an emotional eco-bag 

with a dyeing technique and 

smart clothing technology

A making emotional eco-bag 

program using transfer printing 

and e-textiles 

Applied to Science Lab in CNU 

Edu Bank which is a high 

school-university linked program

Proposal of improved program after 

comparing satisfaction assessment 

with and without smart clothing 

technology application

Table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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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운 한 메이커교육 로그램은 의류학과 

교과목  고등학생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염색디

자인 교과목 에서 잉크젯 린터 용 사지를 이

용하는 사염(Transfer dyeing) 기법을 이용하여 에코

백을 제작하는 메이커교육 로그램으로 운 하 다.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 로그램개발

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염색디자인 기법에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목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하 다. 둘째, 

개발(Development, D)단계에서는 2019년도에 사염 

기법을 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도록 하는 메이커교

육 로그램에 LED와 동 배터리, 도성 실을 활용

한 바느질 회로를 용하여 사염된 에코백의 특정 

도안 치에서 LED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나도록 하

는 에코백을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셋째, 실행

(Implementation, I)단계에서는 개발한 로그램을 의

류학과 공체험을 원하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스마

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메이커 수업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평가(Evaluation, E)단계에서는 학생들

이 실행한 로그램을 평가하고 수 을 악하여 개선

된 로그램을 제안하 다. 

3.4. 평가 도구  분석

로그램에 한 평가는 충남 학교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인 CNU Edu Bank에서 평가도구를 이용되었

던 Science Lab 로그램에 한 설문 10문항을 이용하

여 평가하 다.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2020

년도 메이커교육 로그램의 평가는 스마트의류 테크

놀로지를 용하지 않고 운 한 2019년도의 설문 결과

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 다. 수집된 설문은 SPSS 26 

로그램을 통하여 2019년과 2020년의 항목별 만족도

와 만족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

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다.

4. 연구 결과

4.1. 비단계(P, Preparation)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 공을 상으로 고교생의 

공체험 기회와 학과· 공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메이커교육과 스마트의류의 

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 하여 스마트의류 테크놀

로지를 용한 메이커교육으로 Science Lab 로그램

에서 운 하기에 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 다. 

2019년도에 운 한 의류학과 Science Lab의 메이커 교

육 주제인 “ 사날염을 용한 스마트에코백 제작”에 

2020년도에는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추가 용하

다. 로그램의 목표는 의류를 비롯하여 시계, 헤드

폰,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상용화되고 스마트

의류 제품의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의류학 공분야  학생들의 흥미

도 유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근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발 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주어진 3시

간에 운 할 수 있도록 “ 자섬유와 사날염을 용

한 스마트에코백 제작”을 주제로 선정하 다. 사날

염은 의류학과 공과목인 염색디자인 교과목에서 배

우는 날염법의 기법으로 놀이동산이나 지에서 즉

석으로 은 사진을 티셔츠나 기념품 등에 사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염색법이다. 학생들

은 자신의 디자인 로 에코백에 사염한 후 사된 

이미지에 맞추어 자섬유라는 스마트의류의 요소를 

목시킴으로서 스마트의류에 한 흥미를 증진하는 

창의 인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

성하고자 하 다. 선정한 주제와 련하여 개선된 로

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용되는 도구인 아두이

노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3시간 안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아두이노 릴리패드, 로그램 개발 환경인 아

두이노 IDE 로그램에 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기 개발 로그램을 구성하 다. 

4.2. 개발단계(D, Development)

개발(Development, D)단계에서는 잉크젯 린터 

용 사지를 이용하는 사염 염색기법과 자섬유와 

LED 구를 이용하는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

하여 감성 에코백을 제작하도록 하는 로그램을 개발

하 다. 사염은 종이 에 염료 혹은 안료로 만든 인

쇄잉크를 사용하여 사지를 만든 후 피염물에 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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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날염하는 방법으로 잉크젯 용 사용지에 잉크젯

린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린트한 후 티셔

츠, 가방, 우산, 모자, 머그컵 등에 열처리를 통해 사

하는 날염법으로 간단한 설명으로 구나 쉽고 간편하

게 날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섬유는 기존에 선

으로만 기가 통한다는 고정 념이 아닌 도성 실을 

이용하여 바느질을 통해 회로를 구성하고 사 날염한 

가방에 이를 응용하 다. 로그램은 Table 2와 같이 

3차시로 구성되었고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되

지 않은 2019년도와 용된 2020년도의 활동내용의 차

이 을 비교하 다. 

2019년도에는 1차시에 다양한 염색기법  날염에 

의한 다양한 염색기법을 이해하고, 2차시에 선택한 도

안을 날염기법  사염 기법에 따라 표 하는 방법

으로 직  도안을 그려 사하는법, 사용 색종이를 

이용하여 사하는법, 잉크젯 용 사용지에 잉크젯

린터로 린트하여 사하는법을 실습한 후 3차시에 

세 가지 기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에코백에 사하

여 가방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2020년도에는 도성실을 이용하여 바느질 회로도를 

용하는 방법이 용되어 사염 기법  잉크젯 

용 사용지에 잉크젯 린터로 린트하여 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 다. 구상한 린트 도안을 에

코백에 사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2019년도에는 선택

한 사염 기법에 맞는 도안을 창의 으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 고,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가 용된 

2020년도에는 사염 기법에 맞는 도안을 창의 으로 

구상하는 것 이외에 추가 으로 바느질 회로도가 용

되므로 LED의 치를 도안과 맞추어야 하므로 도안과 

LED와의 상호작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

라서 2020년도에는 1차시는 문제 상황에 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의류의 정의와 제품사례를 

소개하여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2차시에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로 

릴리패드 기회로에 해 학습하고, 이 회로를 스마트

에코백에 용할 수 있도록 직물 회로도 만드는 실습

을 진행하도록 구성하 다. 직물 회로도를 용하기에 

당한 린  도안에 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하

고 선정하여 사용지에 린트하고 무늬가 없는 에코

백에 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3차시는 로토타

입 제작 단계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용하여 린트

한 에코백에 회로도를 용하여 원을 켜면 특정 

치에서 LED등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스마트에코백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 고 피드백을 통해 창의 인 아

이디어를 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모든 단계에서 

학생은 자신의 디자인을 구성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이 원하는 최종 완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 다. 

학생들이 직  만드는 과정을 실행하는 동안은 학생이 

문제에 한 도움을 요청할 시 학생 스스로 단하도

록 문제에 한 답은 제공하지 않고 되물음으로써 학

생 스스로 답을 찾게 하며 메이커교육을 실 하 다. 

단, 부상 험이 존재한다고 단되는 과정은 직 인 

도움을 제공하 다. 

4.3. 실행단계(I, Implementation)

실행(Implementation, I)단계는 2019년 10월 19일과 

26일 2회 운 한 “ 사날염을 용한 스마트에코백 제

작”의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기반으로 스마트의류 테

크놀로지를 용하여 개발한 “ 자섬유와 사염을 

용한 스마트에코백 제작” 로그램을 의류학과 공체

험을 원하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2020년 9월 26일과 

10월 17일 2회 충남 학교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실

험실에서 실시하 고 실행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age
Learning activities

2019 2020

1
Understanding relevant 

knowledge

Understanding the knowledge of printing dyeing 

method

Understanding the knowledge related to the dyeing 

method using smart clothing technology and 

transfer dyeing technique

2 Deriving ideas Selecting designs and practicing transfer dyeing
Applying sewing circuits using conductive yarn and 

practicing transfer dyeing

3 Prototyping Creating an simple eco-bag Creating a smart emotional eco-bag

Table 2. An outline of a high School-University linked maker education program using the smart cloth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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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는 ‘ 기는 선으로만 통하는지’에 한 질문

을 시작으로 선이 아닌 기가 통하는 실, 속테이

 등 다양한 재료로도 훌륭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다양한 의류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후 염색기법으로 디지털 린

을 이용한 사염에 하여 설명하 다. 

2차시는 자섬유를 이용한 바느질 회로를 용하

고 디지털 린  염색 기법 실습을 진행하 다. 수업에 

앞서 바느질 회로도와 디지털 린  염색기법이 용

된 Table 3과 같은 스마트에코백의 시자료를 소개하

다. 

시자료 제시 후 2, 3차 시 수업을 진행하 다. 각 

단계별 활동 시자료는 Table 4와 같다. 1단계로 LED

와 코인셀 배터리 기 회로도 기 내용과 코인 셀 배터

리 홀더를 도성 실로 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스마

트에코백에 용할 수 있도록 10㎝×10㎝ 크기의 회로

도 용 직물에 Table 4의 코인 셀 배터리 홀더와 LED 

제 방식과 같이 앞면에는 코인 셀 배터리 홀더를 뒷면

에는 LED가 보이게 바느질하도록 하 다. 이 방식은 

에코백 가방 표면에서는 코인 셀 배터리 홀더와 LED

구가 보이지 않으나 불빛은 가방 표면에 나타나는 바느

질법으로 이번 로그램을 해 고안된 방법이다. 스마

Before applied circuit diagram After applied circuit diagram Design description

Disney Animation Alice in Wonderland 

designed a circuit diagram to blow candles on 

a cake. When you turn on the power, the 

candle lights up.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that it can be designed to fit the story 

of the design.

It is designed to give red light to red-printed 

characters. This is an example showing an 

example of using light as a design element.

Table 3. Examples of smart emotional eco-bags with sewing circuit diagrams and transfer printing dyeing techniques 

Content Activity example

LED and coin cell 

Battery electrical 

circuit diagram

Coin cell battery 

holder and LED 

sewing

Ensure that LED 

illuminated

LED positioning 

and attaching

Table 4. Class activity materials of application of a sewing 

circuit diagram with conductivity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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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제 시 주의할 으로 도성 실이 느슨할 경우 

류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느슨하지 않고 팽팽하

게 제하고 실이 엉키지 않게 매듭을 지어  것을 강조

하 고, 코인 셀 배터리와 LED가 (+)극은 (+)극끼리, (-)

극은 (-)극끼리 연결되어야만 LED의 불이 들어오기 때

문에 주의하여 연결하도록 하 다. 제 후 스 치를 

켜서 Table 4의 LED 등 확인상태와 같이 뒷면의 LED

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도록 하 다. 

2단계로 디지털 린  사염은 앞서 제작한 회로도

를 용할 수 있도록 LED를 용할 디자인 아이디어에 

알맞은 문양을 선정하여 잉크젯 린터 용 사용지

에 린트하고 여백을 제거한 후, 스기에서 180℃

에서 60 간 열처리하여 에코백에 사한다. 열 스 

시 온도가 높아 화상의 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기를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사염 시 도안

이 거울처럼 좌우가 바 어 염색되는 것을 이해시키고 

사용지에 도안을 좌우 반 시켜 린트하도록 한다. 

3차시는 제작한 회로도를 린트된 에코백에 부착

하여 스마트에코백을 제작하도록 하 다. Table 4의 

LED 치 선정  부착과 같이 에코백 외부의 린트

된 디자인에서 LED가 빛날 치를 정하고 에코백의 

안쪽에 회로도 앞면이 보이도록(우측) 주의해서 루

건으로 부착하도록 하 다. 회로도 용 직물을 에코백 

안쪽에 부착해서 제작된 에코백은 코인 셀 배터리 홀

더는 가방 안쪽에 노출되어 스 치 조정이나 코인셀 

건 지의 교환이 용이하며 LED 구는 가방 안쪽에 

치하여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보호될 수 있다. 

학생들은 본 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창의 인 아이

Process Activity pictures Contents

Apply sewing circuit

 

They understood that electricity forms an electrical 

circuit in the conductive fibers. Sew the thread tightly 

so that electrical conduction and sew the LED and 

switch on opposite sides to facilitate power operation 

when attached to the bag. They experience thinking 

about one of the things to consider when making 

smart-clothes such as understanding that it is easy to 

operate power and that LED lights are more visible.

Design selection and 

printing using inkjet 

printing and transfer paper

If you do transfer dyeing, the left and right sides are 

reversed, so you should be caution it is printed 

reversed.

Transfer dyeing with a heat 

press machine

Press to transfer dyeing it under a condition that 

180℃, 60 seconds. Be careful the tanning of the cloth 

by the heat.

Create smart emotional 

eco-bags

They attach LEDs to the exact location with their own 

way, share them with their friends, and discuss better 

ways.

Table 5. Student clas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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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본인만의 

스마트에코백을 만들었다. 교수자는 바느질 회로의 기

와 사염법에 한 기본 인 방법에 해 설명하고 

샘 을 보여  후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디자인 아

이디어를 구상하여 스마트에코백을 제작해 볼 수 있도

록 하 다. 제작  발생되는 문제는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서로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Table 

5는 학생들의 활동 과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은 바느질 회로와 패턴디자인이 용되어 특정 치

에서 LED 빛이 빛나는 창의 인 아이디어가 용된 

Fig. 1과 같은 스마트 감성에코백을 제작하 다.

4.4. 평가단계(E, Evaluation)

학생들의 로그램 만족도 평가는 충남 학교 고교-

학 연계 로그램인 CNU Edu Bank에서 평가도구를 

이용되었던 Science Lab 로그램에 한 설문 10문항

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문항은 총 10문항의 리

커트 5단계 척도(매우 그 다: 5 ∼  그 지 않다: 

1)와 자유기술형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

가 결과 Table 6와 같이 체 평가 평균 수가 4.95 으

로 2019년도에 평가 수인 4.89보다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증가된 평가 수를 나타내었다. 2019년도에는 스

마트의류 테크놀로지는 용하지 않고 사염을 이용

하여 에코백을 제작하도록 하 다. 4번, 8번, 9번, 10번 

문항에서 2019년과 2020년의 문항 간 수 차이가 유

의하다고 평가되었다. 4번 문항의 경우 2020년의 평가

보다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으로 인한 생소함 때문에 낮게 응

답했거나 는 참여 학생들이 본 로그램 내용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기 했기 때문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체 평균은 증가했으나 난이도와 지식과 정보 제공

에 한 문항인 2번과 3번 문항이 년도와 동일한 값

을 보인 것으로 볼 때 4번 문항의 낮은 만족도가 후자

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므로 본 로그램에서는 용

하지 않은 아두이노 IDE 로그램에 한 내용이 포함

되어 개선된 심화 로그램 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진로  공 선택과 련된 8, 10번 문항

의 유의미한 증가는 스마트의류에 한 심과 의류학 

공 인식의 변확 에 정 인 결과로 평가되었다.

로그램의 추천 항목인 9번 문항에서의 유의미한 

증가도 메이커교육에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의 용

이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정 인 가치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더 큰 흥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기술형의 설문문항에 한 답변에서도 2019년도 

참석학생들은 ‘이론수업과 실습이 한 양으로 배치

된 수업이어서 수강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내가 평소 

원하던 디자인의 에코백을 만들어서 좋았다’, ‘평상시

에 패션 의류 쪽으로 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질 직

업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라는 응답으로 의

류 공에 한 단순 심도를 표 하 다. 반면 2020

년도 참석 학생들은 ‘재미있었다’, ‘  오고 싶다’, ‘즐

겁고 재미있게 체험한 것 같아 좋았다’, ‘ 무 좋은 시

간이었다’ 등으로 높은 흥미도를 표 하는 언어로 응

답하여 의류 공에 한 심도 이상의 만족도를 표

한 것으로 보인다.   

2019 2020

Evaluation Questions M (SD) M (SD) t

I was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4.89 (0.32) 4.94 (0.24) -5.39

The difficulty of this 

process was appropriate.
4.94 (0.23) 4.94 (0.24) 0.040

The instructor provided 

suffici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4.94 (0.23) 4.94 (0.24) 0.040

I was satisfied with either 

the lecture or practical 

contents.

5.00 (0.00) 4.94 (0.24) 1.030*

I was satisfied with the 

program format.
4.94 (0.23) 4.94 (0.24) 0.040

The promotion of this 

program went well.
4.83 (0.38) 4.88 (0.48) -0.333

This program was carried 

out systematically
4.89 (0.32) 4.94 (0.24) -0.539

It will help me choose my 

career and major in the future.
4.83 (0.51) 5.00 (0.00) -1.335**

I will recommend this 

program to other friends.
4.72 (0.57) 4.94 (0.24) -1.453**

It wa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is majors.

4.94 (0.23) 5.00 (0.00) -0.971*

Total Mean 4.89 (0.34) 4.95 (0.25) -1.635**

*p<0.05, **p<0.01 

Table 6. Program satisfaction assess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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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로그램 개선 방안

학생들의 만족도 결과와 실행 수 을 평가 한 결과 

아두이노 로그램을 용하여 스마트 감성에코백으

로 개선된 로그램을 Table 7에 제시하 다. 2차시의 

릴리패드 회로도에 릴리패드 메인보드를 용하여 

Table 7의 릴리패드 메인보드 용 회로도와 같이 회로

도를 구성하 다. 기존의 로그램이 원을 켜면 LED

가 연속 으로 빛나는 것과는 달리, 릴리패드 메인보드

는 아두이노 로그램을 업로드 할 수 있어 LED의 

원이 일정간격으로 깜빡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선

된 로그램에서는 LED 3개가 1  간격으로 순서 로 

깜빡이게 하도록 Table 7의 릴리패드 메인보드 업로드 

로그램과 같은 코딩을 아두이노 통합환경에서 스

치하고 컴 일하여 릴리패드 USB에 업로드하여 비

한다(Lee et al., 2016). Science Lab 로그램은 3시간

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므로 학생들에게는 로

그램이 업로드 된 릴리패드 메인보드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개선된 로그램을 구성하 다. 로그램이 업로

드 된 릴리패드 메인보드는 기존 로그램에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0cm×15cm 크기의 회로도 용용 직

물의 앞면에는 릴리패드 메인보드, 코인 셀 배터리 홀

더를, 직물의 뒷면에는 LED 3개를 사염된 에코백의 

한 치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배치하여 Table 

7의 릴리패드 메인보드, 코인 셀 배터리 홀더와 LED 

3개 제방식과 같이 도성실로 바느질 한다. 회로도

가 용된 직물을 에코백에 부착하여 Table 7의 LED 

3개가 순서 로 연속 으로 반짝이는 스마트에코백 제

작과 같이 란색LED, 빨간색LED, 록색 LED가 1  

간격으로 순서 로 반짝이는 스마트에코백을 제작하

도록 한다. 개선된 로그램에서는 LED 3개를 용할 

수 있는 한 디자인을 구상해야 하므로 LED 1개가 

용되는 디자인을 선정할 때 보다 더 많은 생각이 필

요하므로 디자인 창의성 증진  창의  사고 신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스마

트의류와 메이커교육을 목시켜 고교- 학 연계 학과 

공체험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 다.

Content Advanced activity example

A circuit diagram 

applied Lilypad 

mainboard 

A program that is 

uploaded to Lilypad 

Mainboard

//threeblinks

void setup() {

  pinMode(2, OUTPUT);

  pinMode(3, OUTPUT);

  pinMode(4, OUTPUT);

}

void loop() {

  digitalWrite(2, HIGH);

  digitalWrite(3, LOW);

  digitalWrite(4, LOW); 

  delay(1000); 

                     

  digitalWrite(2, LOW); 

  digitalWrite(3, HIGH);

  digitalWrite(4, LOW);  

  delay(1000); 

                    

digitalWrite(2, LOW); 

  digitalWrite(3, LOW);

  digitalWrite(4, HIGH);  

  delay(1000);         

}

Sewing Lilypad 

mainboard, coin cell 

battery holder and 3 

LEDs

Smart eco-bags with 3 

LEDs shining 

continuously in order

Table 7. Class activity examples of Advanc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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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P, Preparation) 단계에서는 스마트의류와 

메이커교육에 한 선행연구 내용을 악하고 의류학

과 교과목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염색디자인 교과목에 릴리패드 아두이노

를 목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하 다. 

둘째, 개발(D, Development)단계에서는 잉크젯 린

터 용 사지를 이용하는 사염 염색기법과 자섬

유와 LED 구를 이용하는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하여 감성 에코백을 제작하도록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셋째, 실행(I, Implementation)단계에서는 해당 학과

의 공체험을 원하는 고등학생 17명을 상으로 수업

을 실시하 다. 

넷째, 평가(E, Evaluation)단계에서는 메이커 수업을 

평가하 다.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메이커

교육 로그램의 만족도는 5  척도로 측정했을 때, 

4.95 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학

과 공 체험 로그램에서 용하 던 기존 로그램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용한 

심화 로그램을 제안하 다.

늘어나는 스마트의류에 한 심과 의류학이 4차 

산업 명시 에 융합과 재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

산해내는 기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분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 의 창의 인 스마

트의류 테크놀로지를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개

발된 로그램이 미래사회에 한 능동  응력을 키

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스마트의류 기술을 용한 메이커교육 로그

램은 스마트의류 테크놀로지에 보다 쉽게 근하여 이

해도를 높여 스마트의류에 한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

시킬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의류학 분야에서 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되는 스

마트의류 기  테크놀로지를 기존 사염과 결합하여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스마트의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 학 연계 수업을 개발하고 

용하 다고 단된다. 한 향후 용할 수 있는 심화

된 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 명

시 에 요하게 여겨지는 코딩교육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인문학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겸비한 인재상, 창의  사고 과정을 통한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맞추어 창의  문

제해결에 을 두는 메이커교육 방식을 의류학과의 

고교- 학 연계 로그램에 활용하 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2019년의 사염 만을 활용한 교육에서보다 

2020년의 스마트의류를 주제로 한 메이커교육이 창의

성개발에 더 정  가치를 부여하고 피험자가 더 큰 

흥미를 느껴 교육 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두이노 릴리패드에 코딩을 하는 방식

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는 향후 아두이노 릴리패드에 

코딩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의류를 개발하는데 심

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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