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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차 산업 명시 의 주요한 변화동인인 신 테크놀러지와 인공지능의 발 은 상 으로 인간의 감성 역에

한 심을 증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한 교육 안으로서 디자인씽킹 로세스를 활용한 메이커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만들기 활동 과정과 결과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감성 측면(타인/사용자의 이해와 공감, 력활동을 통한 소

통, 개방, 공유의 정신, 논리 사고를 넘어선 직 사고의 수용)을 감성지능의 함양이란 가능성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학부생 37명을 상으로 한 교양과목에서 ‘디자인씽킹 로세스 기반의 메이커교육’ 로

그램을 개발 용한 뒤 그 결과로서 학생들의 감성지능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감성지능 검사지를 이용한 양 분석

과 면담, 성찰일지와 같은 질 자료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디자인씽킹기반의 메이커교육 로그램은 감성지능

의 부분 역에서 정 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메이커교육, 디자인씽킹 로세스, 감성지능, 공감, 교양교육

Abstract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racteriz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leads to increased interest 

in emotional aspects representing humanity as counterpart competence to the digital literacy, As the educational 

model to foster emotional intelligence, noticed is ‘maker education based on design thinking process,’ since it 

cultivates the spirits of empathy, intuitive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sharing, and openn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model and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a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37 undergraduate students in a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lass, 

and the result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nfirmed positive influences of the program in enhancing most 

components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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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론

4차 산업 명은 ICT 기술의 발 과 지식정보기반을

토 로 이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진화를 강조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인알 고의 등장

으로 인공지능에 한 심이 더욱 집 되었고 이에 따

라 인공지능은 4차 산업 명의 핵심 인 기술로써 시

변화의 심에 서있다[1].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4차

산업 명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황맥락 지능과 정서지능, 감지능, 그리고 신

체지능과 같은 요소로 규명할 수있는 인간 지능의 감성

측면과의 조화가 아닐 수 없다[2].

감성지능은 자신 타인의 감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 하며 리 활용할 수있는능력[3]으로서, 한마디

로 타인의 입장에 한 이해, 곧, 공감력이라고 할 수 있

다[4-6]. 그리고 공감력, 곧,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

해하고 근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디자인씽킹 로세

스(Design Thinking Process)[7,8]가 주목받고 있다.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9-12]의 문제해결방

법론으로 언 되고 있는 디자인씽킹 로세스는 4차 산

업 명시 로 어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메이커교

육은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으로부터 시작된메

이커 활동 환경을 교육방법론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즉,

사회 혹은 개별 이슈나 문제를 학습자의 주도 활

동에 따라 ‘구체 인 사물’로 제작함으로써해결해나가는

교육[12-15]이다. 기존의 노작교육 (발명교육, 공작교육)

과의 차이 은 제품을 만드는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과정

이나 결과로 도출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방하고 공유, 나눔을 강조하는 ‘이타

주의정신’[16], 그리고 활동결과물을통해 사회 인 문제

나 이슈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에서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것이다[11].

메이커교육의 세부 인 수업진행 과정으로, 최근

세계 으로 주목을 받는 신 인 문제해결방법인 ‘디자

인씽킹(Design Thinking) 로세스’를 용 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 로세스는 자신이 아닌 타인(고객, 사용자

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즉, 공감을 기반으로

[7,8] 발생 된 문제를 인간 심 으로 근한다. 한 문

제에 한 분석 이고 논리 사고와 더불어, 직 이

고 감성 사고를 강조함으로써 분석 이며이성 인 사

고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합 인 사고방법을 지향한다

[17-20]. 특히 디자인씽킹 로세스에서 사용자 요구(공

감)를 심으로 문제해결에 근한다는 특징은 감성 인

사고를 강조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디자인씽킹 로

세스 기반의 메이커교육은 학습결과로서 감성지능과의

련성을 기 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디

자인씽킹 로세스를 활용하여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그 결과로 참여 학생들의 감성지능

에 어떤 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한다.

2. 메 커 과 디 씽킹 프로 스

2.1 메 커

메이커교육은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에서의 활

동과 그 결과를 개방, 공유하는 활동으로서 메이커 페어

(Maker Fair)를 하는 체 활동에깃든교육 가치를

악하고[12,21], 이를 시 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방법 혹

은교육환경으로재구조화한것이다. 체학습과정이학습

자들의자기주도성에기반하여 개되며, 사회 이슈나문

제를실질 이고구체 인사물을통해해결해가는과정으

로 특징지어진다. 한 구성주의(constructionism)를 이론

배경으로 하고 있다 [11,13,22-24].

4차 산업 명시 에 메이커교육이 교육 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기존의 노작교육과 다른 새로운 특징들

이 있기 때문이다[14].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교육은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범 를 최 한으로 확장시켜 모든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가 주도 이며 능동 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25].

둘쨰, 메이커교육에서는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실패를 오히려 학습기회로 여기면서 정 인 평가를 하

고, 이를 극복하기 한 지속 인 개선과 도 활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메이커교육의 장소는 학교

교실과 달리 메이커스페이스에서의 활동을 제하는데

이 안에는 학교교육에서 근하기 어려웠던 풍부하고 다

양한 재료, 도구 최신 IT 테크놀로지 도구들( 를 들

어, 3D 린터, 이 커터, CNC 등)이 제공된다. 즉, 도

구와 기구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13,14].마지막으로, 메이커교육은 학습과정이나 결과에

한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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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문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가치로 여겨진다[26].

이러한 메이커교육은 그 학습결과를 크게 개인 , 사

회 차원으로 나 어볼 수 있는데, 먼 개인 차원으

로는 학습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27,28]과 반복 으

로 실시되는 개선과 수정의 순환 구조를 통한 생산

실패(Productive failure)[29], 도 정신의 함양[11,13,

30,31]이다. 둘째로 사회 차원에서의 교육 효과는 메

이커 활동을통한 ‘개방과 공유’의 문화를습득하고, 나아

가 사회 발 에 한 심과 참여정신을 갖춘

changemaker[32]로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이다.

2.2 디 씽킹 프로 스

앞서 언 한 메이커교육의 학습단계 과정으로서 사용

될 수 있는 디자인씽킹 로세스는 넓게 2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으로 인정되어진다. 첫째, 문제해결에 있어서

핵심 인 가치를 변화시켰다. 디자인씽킹은 문제 해결함

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인간’을 에 두며, 사회의

구조나 환경, 는 경제 요소가 핵심 인 가치가 아님

을 강조한다. 디자인씽킹의 차별성은 ‘인간 심 찰과

공감’에서 나온다. 즉 공감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사용자 심, 고객 심, 인간

심 으로 바라보는 사고를 통해 문제의본질 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8,33]

둘쨰, 디자인씽킹은 분석 사고와 직 사고의 균

형을 이루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이다. 흔히 문제

해결과정은 논리 , 이성 방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으나 디자인씽킹은 인간 심 찰과 공감이라는 특성

과 맞물려 직 , 감성 문제해결방식도 포용하는 소

‘제 3의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34,35]

디자인씽킹 로세스의 단계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지만[17,18,26,33,36-40] 가장 표 인

단계로서 Stanford 학의 D-school에서 제시한 5단계,

곧, ‘공감-문제정의-발상- 로토타입- 용‘이 제시된다

[17,26,40,41]. 먼 공감하기(Empathize)는 삶의 맥락 속

에서 상(고객, 사용자)을 찰한 후, 인터뷰를 통해 사

용자의 경험과 시각에 한 충분히이해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 단계로 인해 디자인씽킹은 인간 심

로세스라는 특징이 부여된다. 두 번째, 문제정의(Define)

단계는 공감하기 단계에서 발견한 자료를 종합하여, 주

어진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서술한다. 세

번째, 발상(Ideate)단계에서는 원들과 함께 문제를 정

립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인스토 을 실시하여, 가능한 폭넓게 아이디어를 도

출해내는데 을 둔다. 이는 창의 해결과정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로토타입

(Prototype)과 용(Test)단계에서는 앞서 논의된 추상

인 아이디어를 실질 이고 구체 으로 시각화시키는

단계로서 시제품 생성의 단계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때까지 빠르게 반복하여 가장 효과 으로 시제품을

개선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2.3 메 커 과 디 프로 스  계

메이커교육의 학습단계로서 디자인씽킹 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은 메이커교육에서 강조하는 ‘개선

과 반복이 가능한 순환 구조’[11,31,42]가 디자인씽킹

로세스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는 이다. 단편 이

며 일회 인 평가는 학습자가 실패를 경험 할 때에 느끼

는 부담감과 좌 감을 상승시킨다. 반면에 메이커교육과

디자인씽킹 로세스는 학습자의 실패에 해 개선의 기

회를 반복 이고 지속 으로 부여함으로써 실패가 성공

을 한 과정 하나라고 인식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학

습자는 실패하는 것에 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고

발생되는 문제에 지속 이고 반복 으로 도 하는 의식

을 가지게한다[16]. 둘째, 학습활동의 과정과학습결과물

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에 보이도록 ‘실체화’시킨다.

메이커교육은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을 여러 가지 방

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요하게여긴다[27,43]. 이것은 곧

공유활동의 매개체로 활용됨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에 해 스스로 성찰하게 하고

결과물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진시켜

다는 정 측면이 있다. 셋쨰, ‘ 업 활동을 통해 다학

제 학습‘이 이루어진다. 메이커교육과 디자인씽킹 로

세스는 체 으로 활동으로 구성되어 동료학습자들

과 업을 통해 활동을 수행한다[10,44,45]. 한 학습자

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지식을 탐구

하고 융합 사고를 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넷쨰, ’조력

자, 동료학습자로써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한다[11]. 교수

자는 메이커교육과 디자인씽킹 로세스를 활용한 교육

에서 학습자에게 교육과정의 내용 는 커뮤니티의 주제

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속 인 발 (consistent

scaffolding)을 제공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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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공통 인 교육환경과 특징을 고려할 때, 디자

인씽킹 로세스는 메이커교육의 학습단계로서 활용하

기에 매우 합한 방식이라 하겠다.

3. 디 씽킹 프로 스 반  

메 커 과 감 지능

3.1 감 지능

감성지능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47-54]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Table 1. 참조), 감성지능을

으로 리 알린 Goleman(1995)의 5가지 역에 따라

정리하면, 자기인식, 자기조 ,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인 계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55]. 곧, 자신의 감정에

해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에 해 지속 으로 주의를 기

울이는 자기인식[56], 자신이 느낀 감정에 하여 즉각

으로 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하게 조 할 수 있

는 자기조 ,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신에게 닥치는 어

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자기 동기화, 타인

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감정이입, 타인의 감

정에 해 효과 으로 처하여 원활한 인 계를 생성

하고 유지하는 인 계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54,57].

Bar-On(1997)은 감성지능을 환경 요구에 맞춰 효과

으로 처할 수있는능력으로 개인 , 감성 , 사회

차원에 을 두어 개념화하 고, 감성지능을 ‘잠재성을

지닌 다면 개념’으로 보는 Wong & Law(2002)는

Salovey와 Mayer(1997)의 감성지능모형을 수정, 보완하

여 4가지 구성요인(자기이해, 타인이해, 감성조 , 감성

활용)을 제시하 다[59].

감성지능에 해 연구한 표 인 학자들이 제시한

감성지능의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이들 간의 공통 인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n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이상의 감성지능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감성지능

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표 하며 감성을

조 하며 감성을 활용 할 아는 능력’이며, 이를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공감력’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러한 특징으로 인해 감성지능을 디자인씽킹 로세스 기

반 메이커교육에서의 교육 효과로서 기 하게 한다.

3.2 디 씽킹 프로 스 반  메 커  

    학습효과로  감 지능 

메이커교육의 사회 차원에서의 교육 효과는 자신

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조건 없이 나 는 공유와 나눔의

이타주의 정신이다.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고 나 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는 이다[11,16,32]. 이러한 사회

차원에서의 교육 특징은 자연스럽게 감성지능에서 강

조하는 타인의 입장과 감정의 이해, 자신의 감정의 조

과 인식이라는 측면과 연결된다.

특히 디자인씽킹 로세스는 무엇보다도 ‘공감’이라는

을 문제해결단계의 첫 단계로 제시하면서, 고객(사용

자)의 시각에서의 근과 그들에 한 철 한 이해를 강

조하고 있다[60]. 한디자인씽킹 로세스역시, 원들

과의 활동을 제로 하면서 직 , 감성 분석의 균형

을 조 하려는 특징은, 감성지능에서 강조하는 타인의

감성이해라는 ‘감정이입’이라는 특징과 긴 하게 연결지

을 수 있다. 결국 메이커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업 환경

에서의활동, 과정과 결과에 한 공유의문화, 그리고 더

불어 디자인씽킹 로세스에서의 공감 단계, 업 환

경 등의 특성은 감성지능의 타인이해, 감성조 , 감성활

용 부분과 한 련성을 기 하게 한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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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relationship among Maker Education and 

Design Thinking Process, & Emotional 

Intelligence

4. 연 방법

4.1 연 대상 및 간

본 연구는 K 학교 교양 과목 하나인 ‘ 미술과

매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총 37명을 상으로 2017

년 2학기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6차시(차시별

2시간 45분)에 걸쳐 ‘디자인씽킹 기반 메이커교육 로그

램’이 용되었다. 학습자 분석 결과 참여 학습자들은 다

양한 공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술에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서, 메이커교육의 경험은 없는 학생들이

다. 본 로그램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활동으로 구성

하고 구성 시, 다양한 공과 학년으로 구성하 으며,

한 당 5~6명, 총 7 으로 구성하 다.

4.2 료수집 및 분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씽킹 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 으며, 그 결과로서

감성지능의 향상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통합 연구방법으로서, 양 자료와 질 자료롤 함께 수

집하여 분석하 다. 양 자료로는 감성지능 검사지를

수업 후 용하 고 이는 Wong&Low(2002)[61]가 제

시한 측정도구(WELIS[the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로서 간단한 항목으로 감성지능을 측

정할 수 있는 검사지이다[62,63]. 검사지의 신뢰도분석은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 으며 타당도

분석은 안면타당도를 진행하 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의

하 요소의 내 일치도계수로 자기이해는 .87, 타인이해

.79, 감성조 .85, 감성활용 .81로 나타났다, 검사지 결과

는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여 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하 다. 교육 로그램의 상인원

은 총 37명이 으나 검사측정에 거부한 7명은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30명의 표본을 상으로감성지능의 효과성

을 분석하 다. 그 외 질 자료로서 매 수업 후 이루어

진 5~6명의 학생들과의 면담(총 6회, 매회 5~6명), 마지막

수업 때 학생들이 작성, 제출한 성찰일지(총 37명 30

명 제출) 자료를 활용하여 삼각검증을 실시하 다. 한

질 자료는 감성지능의 4가지 역으로 분류, 정리하

는데, 참여연구자 3명이 함께 참여하여 분석하 고 평가

자간 상호일치도는 .89로 내 타당도를 인정받을 수 있

었다.

이상의 양 , 질 자료를 수집하여, 감성지능의 4가

지 역(자기이해, 타인이해, 감성조 , 감성활용)으로 분

류하여 정리한 뒤, 디자인씽킹 로세스에 기반한 메이

커교육 활동으로 인한 감성지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Table 2. Data Collection methods

Data Subjects Purpose Tim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30 students

To analyze changes
of emotional
intelligence

before and
after the class

(2 times)

Interview
5-6 students

after every class
In-depth analysis

after every
class

(6 times)

Reflective
journal

30 students
to analyze students’
thinking and attitudes
toward the program

1 time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5. 연 결과

5.1 디 씽킹 프로 스 반  메 커  프로

그램 개발

‘디자인씽킹 로세스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로그램’

은 첫째, D-school의 디자인씽킹 로세스 5단계 (공감

—문제정의—아이디어 도출— 로토타입—테스트)에 따

라 수업을 진행하 다. 그 외 메이커교육에서 강조하는

실생활 기반 문제, 력 학습, 자기주도 학습, 공유와

개방의 활동, 반복 개선과 피드백 등을 구체 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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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교육 로그램은 미술교양교육 수업의 일

부에 용한 것으로서, ‘ 술을 일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사용자들이 쉽게 술에 근할 수 있도록 술사조

표작가의 작품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하는활동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의 1

자가 본 강사로서 참여했으며, 나머지 2명의 연구자들은

보조강사로서 참여하 다.

1차시는 을 구성하고 원들 간의 친 도를 높이기

해 동기부여 아이스 이킹 활동이 진행되었다.

메이커교육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와 익숙해

지기 한 동기부여 활동인 커링 활동(tinkering)으로

서 엔트리(entry)와 메이키 메이키(MakeyMakey)를 활

용한 간단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 다.

2차시는 ‘공감하기’ 단계와 더불어 본격 인 메이커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를 선정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체 인 로필을 작성하는 활동

‘페르소나 (Persona)활동’과 사용자의 이익과 불편함을

탐색 할 뿐만 아니라 오감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을 악

하는 ‘공감지도활동’, 더불어 사용자와 면담 시 어떤질문

을 할지 계획하고 면담의 결과를 정리하는 ‘사용자 피드

백 양식작성 활동2)을 진행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악하

는데 세부 인 활동단계를 제공하 다.

3차시에는 ‘문제정의하기’ 단계로써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디자인 의뢰서’ 작성을 통해 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제품 디자인 시 고려할 요소들을 확인하

는 활동을 진행하 다. 이어서 인스토 을 통해 자

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아이디어내기 단계’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스 치북, 우선순 지도, 친화도 맵, 아이

디어 평가표를 작성하 다.

4차시에는 ‘ 로토타입’ 단계로서, 아이디어를 간 검

토 받기 해, 각 별로구상한 아이디어를 체 학습자

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아이디어

에 해 더욱 구체 인 제품으로 개선 할 수 있었다.

5차시에도 ‘ 로토타입단계’인시제품개발단계가계

속 이어졌는데, 구상한 아이디어를 엔트리와 메이키메이

키 키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를사용하는상황극을 원들과 함께구상하게하 다.

한 Daniel(2017)[64]이 제시한 로토타입 평가표는 학

습자들이구상한여러 가지의 로토타입을 기능성, 가격,

2) https://band.us/band/67777831?invitation_url_id=a7a5X2f7MfM3q

술성등 다양한기 을통해평가해보는활동지이며이

를 활용하여 원들과 함께 로토타입 평가표를 작성하

면서 1차 완성된 제품을 객 으로 평가하 다.

6차시에는 체 동료학습자들과 교수자가 함께 ‘테스

트’하는 단계로, 제작한 제품을 최종 으로 발표하는데

이는 상황극 으로 재연하 다. 평가 이후 제품의 개선

을 탐색하는 회의시간을 통해 문제 을 보완하고 최종작

품을 교실 내에서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활동

으로 학습커뮤니티인 밴드와 엔트리 사이트, 유투 를

활용하여, 더욱 리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 다. 이러

한 수업 개 과정은 Table 3에서 간략히 제시하 다.

Table 3. Lesson Plan for the Maker education

Session
(165
Min.)

Design
Thinking
Process

Learning Activity

1
Orientation

and
Tinkering

1. Orientation
2. Grouping
3. Ice breaking
4. Tinkering to get familiar with tools and

materials used in the maker education-
making activity using Entries, and
Makeymakey kits

2 Empathize

5. Empathizing stage (to understand user)
with activities of filling out the Persona,
Empathy Map, and User Feedback
forms

6. Modifying the draft with user feedback
form after user interviewing

7. Videotaping and uploading their work
process to a SNS

3 Defining

8. Defining project goals and issues
9. filling out a design order form based on

customer’ needs and Customer Journey
Map

10. Brainstorming, organizing, and
evaluating ideas

11. Creating Idea Sketchbook
12. Priority Mapping
13. Affinity Diagram
14. evaluating presented ideas

4 Ideating

15. Sharing with all the students to get
feedback

16. Uploading team outcome (ideas) to a
SNS

5

Prototyping

17. Making a concrete and physical
prototype using tools such as Entries
and Makeymakey kits and various
materials

18. Making scenario for role-play

Testing

19. Creating a prototype rating sheet
20. improving the prototype with

user-targeted tests and feedback

6

21. Presenting final outcomes of each
team with role-play

22. Sharing the final outcomes in the class
23. Uploading the final outcomes on a

SNS for feedback from out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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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그램 적용 결과

디자인씽킹 로세스 기반 메이커교육 로그램의

용 결과로서 학생들의 감성지능에서의 변화정도를 확인

하기 해 감성지능검사 검사지를 포함한 질 자료를

수집,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2.1 감 지능검사지 결과분  

감성지능 검사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 ․사후 검사를

하 다. 교육 로그램의 검사 상인원은 총 37명이 으

나 검사측정에 응하지 않은 7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0명의 표본을 상으로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

여,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기이해 역에서는

표본 집단의 자기이해 항목에 한 사 ․사후 검사 평

균값이 3.25에서 3.55로 0.3 이 증가 된 것을 확인하

다. 유의확률(p값) 한 .04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p<.05). 두 번째 타인이해 역에서는 표본 집단의 타인

이해 항목에 한 사 ․사후 검사 평균값이 3.25에서

3.57로 0.32 이 증가 된 것을 확인하 다. 유의확률(p값)

은 .023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5). 세 번째

감성조 역에서는 표본 집단의 감성조 항목에 한

사 ․사후 검사 평균값이 2.89에서 2.99로 0.1 이 증가

된 것을 확인하 고, 유의확률(p값)은 .339으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네 번째 감

성활용 역은 표본 집단의 감성활용 항목에 한 사

․사후 검사 평균값이 3.10에서 3.38로 0.28 이 증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확률(p값) 한 .024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5).

Table 4. Analysis of the Emotional Intelligecne Scale 

Emotional
Intelligence
Components

sam
ple
(N)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t-value p-value

Self emotion
appraisal

pre 30 3.2583 .78642
-2.055 .049

post 30 3.5583 .75909

Other’s
emotion
appraisal

pre 30 3.2583 .99022

-2.402 .023
post 30 3.5750 .90770

Regulation
of emotion

pre 30 2.8917 .63884
-.972 .339

post 30 2.9917 .60701

Use of
emotion

pre 30 3.1083 .64555
-2.387 .024

post 30 3.3833 .60790

**p<.05

이를 정리하면, 감성지능의 하 요소 감성조 을

제외한 ‘자기이해, 타인이해, 감성활용’ 의 세 가지 역

에서 양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5.2.2 질적 료분  결과 

질 자료(성찰일지, 면담)의 경우, 감성지능의 4 역

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가. 자기이해

디자인씽킹 로세스는 학습자들 간 지속 인 화를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 다. 사용자를 상으로

하는 인터뷰, 별 아이디어 토론 등 화활동을 통해 타

인과의 상호작용 과정 에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활

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감

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정 인 향을 가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을 학습

자들의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원들에게 내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

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혼자 집에 가면서

어떤 기분으로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생각해 보았

다. 몰랐던 나의 감정에 해 알 수 있게 되었다.”

(학생12의 성찰일지)

“일상의 문제를 가져와서 실제 사용자를설정하니까 감정

을 생각하는데더 쉽게 근을 할 수있었다. 일상생활속

에서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은 뭘까, 나라면 어떤 기

분이 들까를 먼 생각해 보았다.”

(학생13의 면담)

결과 으로 학생들은 화와 토론을 통해 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 다.

특히 학습자들은 디자인씽킹 로세스의 활동 하나인

사용자를 심으로 생각하는 활동지 작성을 통해 의식

으로 타인의 감정에 하여 구체화하고 감정의 원인에

해 깊게 생각하 는데, 이런 활동은 결과 으로 “자신

의 감정을 이해”하는데도 “ 정 ”이 다고 하 다.

나. 타인이해

수업시간의 부분은 원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의생

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타인의 상황과 감정에 몰입하고 이

해하려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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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수업은 다른 수업보다 조원들과 자신들의 생각에

해 극 으로 토론하는 수업이다 보니 다른 친구들의생

각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로젝트를만들다 보니 우리 조의아이디어 상품에 한

얘기를 하다보면제가 인지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른

조원들이 얘기해주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놀랬던 이많

이 있습니다.”

(학생31의 성찰일지)

“조별과제를 진행하면서다른 조원들의의견을들을때는

감정이입과 상황에 한 이해가 필수 습니다. 일반 으

로 조원들의 직 , 간 경험에 한 사례를 심으로 토

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19의 성찰일지)

특히 2차시 ‘공감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페르소나 활동,

공감지도활동, 사용자 피드백 양식 작성 등, 일련의 활동

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 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

인 과정을 경험” 할 수 있었다고 하 다. 특히 학습활동

에서 제품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활동을구체화하여 사

용자가 하는 아이템, 생각, 감정을 는 활동지인 고

객 여정지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간 으로 체

험하면서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깨달을 수 있었다. 다

음은 구체 인 내용을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와 면담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는 평소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 바라보는 타인의 입장에서 잘 이해했던 것이지, 그들

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타인을

면담하고, 페르소나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감정

의 인과 계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14의 면담)

“모든 활동에서 물건을 사용 할 때 사용자의 감정과 느낌

이어떨지를 생각하라는 교수님의 말을 계속 생각하게되

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업시간 내내 타인의 입장

에서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다.”

(학생 12의 성찰일지)

결과 으로 토론과 사용자의 선정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야하는사용자 심 활동들은 “사용자의 감정과

입장을 상상”하도록 만들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

을학습할수있게하 다. 즉, 본 수업활동을통해학생

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

었음을 확인하 다.

다. 감성활용

감성활용이란 개인의 내면에 있는 감성 인 정보를

조직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로토타입 제작활동 과정 학습

자들은 제공된 다양한 재료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체 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

신감을 느끼고 도 의식을 바탕으로 목표에 최선을 다하

는 것을의미한다. 즉, 비용으로빠른 시간 내에 제작한

로토타입은 학습자들이 쉽게 그들의 성과를 확인 할

수 있게 하 으며, 이와 동시에 즉각 인 피드백이 주어

졌다. 이러한과정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성취감 자신

감을 느끼고” 실패에 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도 의식

을 가지고 목표에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 다. 다음은

구체 인 내용을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에서 일부를 발췌

한 것이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

는 수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아이디어가 다른

수업보다 많이 요구되었다. 내 아이디어가 비록가상이지

만 실 되고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뿌듯했다.”

(학생4의 성찰일지)

“이 수업은 매 시간 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는 지 까지 이 수업 에서 도 의식

을 가장 많이 느 습니다. 활동 자체가 뭔가를 발명해내

고 고안해내는 로젝트성 활동들이고, 그것을 타인에게

어필해야 하고, 으로 뭉쳐서 결과물을창출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로토타입

을 발표 할 때 그런 기분을 많이 느 습니다.”

(학생16의 성찰일지)

그 외에도 교수자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

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해 지속

으로 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함으로써, 학

생들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결과물에 한 발표와 그에 한 객

인 평가는 학생들의 “유능감을 더욱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하 다. 다음은 구체 인 내용을

학습자들과의 면담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처음엔 모든 과정이 생소했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

한 분야를 목하는 활동은 과 특성상 늘 정해진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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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 매뉴얼이 자리 잡은 이스를분석해온 제게 익숙하

지 않았거든요. 원을 포함해 부분의 학생들이 마찬가

지 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아이디

어의 시작부터 의문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갔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원들이 걱정을 덜어가고 보다 작품에

자신감을 가졌던것은특정활동보다는교수님과 조교님

들의 좋은아이디어라는 칭찬이었어요. 잔뜩 떨어진 자신

감은 다양한 의견을 막고 생각에한계를두었지만 작품의

잠재력과 기발함에 한 칭찬은 원 모두에게 좋은 자극

제가 되었어요.”

(학생 13의 면담)

“우리의 결과물과 아이디어를 평가 할 때, 다수가 공감을

하면서 유익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 때, 굉장한 성취

감과 유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10의 면담)

각단계마다주어진활동지를작성하고메이키메이키

와 엔트리를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끊임없이 원

들과 화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역

할극을 하기 해 원들과의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들은

결과 으로 원들 간의 유 감을 형성하고 활동에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구체 인

내용을 학습자들과의 면담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바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원들과

친해지고 알아갈시간을 주셔서 아이디어를편하게 낼수

있었습니다. 애기를 나 면서 쌓인 원들과의 유 감이

활동을 하게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학생 7와의 면담)

“사실 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었고 있었더라도 각자 주

어진 일만 하느라 다른 과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 과 사람들과 만나며 친

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할 때 서로 의견

을 제시하다가 재미있는 의견이 나오며 서로의 아이디어

를 칭찬하기도 하며 활동은 어렵다는 인식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4와의 면담)

결과 으로 학습자들은 추상 으로 머물 수 있었던

아이디어를 구체 인 사물로서의 로토타입으로 실제

화 시키는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도 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습자간 피드백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정 인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성취감과 자신

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 다. 한 매우

자유롭고 편안한 분 기에서, 원들과의 아이디어의 공

유와 토론활동, 역할극 꾸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

감”은 물론이고 원들 간의 “유 감”을 쌓을 수 있었으

며,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한 “흥미를 끌고 동기를 부

여”하는데 기여하 다고 하 다. 즉 자신감과 동기부여,

성취감, 도 의식을 통해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양 자료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지 않은 감성조 역은 질 자료분석 결과에서

정 인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먼 로젝트

심활동으로 과제를 원들과 력하며 수행할 때 감성조

에 한 능력이 향상됨을 느 다고 답변하 으며,

활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은 상호간 정 피드백

이나 격려가 있을 때 감성조 에 한 능력이 향상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질 자료분석 결과는 감성지능 검사지의

결과분석과는 달리, 감성지능의 4 역 모두에서 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감성지능 검사지 분석 결

과에서는 ‘감성조 ’ 부분에서 통계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질 자료를 통해서는 감성지능의 4 역에

한 정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결과 으로 볼

때, 디자인씽킹 기반 메이커교육 로그램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결과는 정 이고 의미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공지능, 다양한 신 기술, 사물 인터넷

등으로 표되는 4차 산업 명시 는 상 으로 인간

심 사고, 곧, 감성 역에 한 역량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는 제로부터 출발하 다. 그리고 그 요구에

한 방안으로 공감, 업, 공유, 개방, 그리고 사회참여, 실

천성 등의 사회 측면의 교육 가치를 강조하는 메이

커교육을 사회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

경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메이커교육의 구체 인

문제해결 단계로서 디자인씽킹 로세스틀을 용하고,

메이커교육의 사회 측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디자인씽

킹 로세스에서 강조하는 공감, 직 사고 등의 특성

을 통해 강화해 보고자 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

는 메이커교육과 학생들의 감성 측면의 지능, 곧 감성

지능과의 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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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하나의 사례연구로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

생들을 상으로 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한 뒤

에 그 결과로서감성지능의 변화를 양 , 질 자료 수집

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로서, 감성지

능도구를 통한 사 ․사후 결과 값 비교 분석에서는 비

록 감성조 측면에서의 통계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그 외 다른 세 가지 역(자기이해, 타인이해,

감성활용)에서는 통계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다. 더

불어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진행된 질 자료분석을

통해서는, 감성활용 역을 포함한 모든 역에서 감성

지능의 정 변화라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두고 볼 때,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씽킹

로세스에 기반한 메이커교육은, 일반 으로 많은 연구

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는 인지 , 사회 차원의 두 가

지 차원에 한효과만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양

한 테크놀러지, 도구, 자료 등의 활용 과정을 통해 개인

차원인 인지 차원의 효과(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창

의성)와 사회 차원의 효과( 동, 공유, 개방, 사회 참

여)는 물론이고, 나아가 감성 측면의 효과, 즉,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 하며 활용할 수 있

는 역량으로 정의되는 감성지능 부분에서도 그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 하겠다.

결국 본연구결과를 토 로볼 때, 사회에서요구하

는 감성지능의 향상을 한 교육환경으로서 디자인씽킹

로세스 기반의 메이커교육은 그 가능성을분명 보여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짧은 연구 기간과

작은 연구 상, 단일 교과에 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상과기간, 그리고교과목에 있어서 좀더

확장되고 다양한 연구가 후속 으로 진행 될 필요가 있

다. 한메이커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 시 고려해

야할 사항으로는, 첫쨰, 교수자는 학습자의 작은 반응과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한 찰이필요하기떄문

에 학습자가 가진 지식을 확인하기보다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

이는 구성주의 이론을 기 에 두고 있는 디자인씽킹

로세스 기반의 메이커교육은 교수자의 역할이매우 요

하며, 교수자는 조력자와 동료학습자로서 학습자가 능동

으로 참여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교수자와 정 인 피드백과 감성 교류를

나 학습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는

감성활용 능력이 향상 되는 상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학습자간 친 감과 유 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감성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진시키기 때문에, 수업 도

입부분의 아이스 이킹 활동을 통해 학습자간 상호작

용 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좀 더

빠르게 친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재 디자인씽킹 로세스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로그램은 워크 는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규과목에의 도입과 확산을 한 노력들이 각

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교수자 역할의 요

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습자에 한 조력자로써의 역

량을 증진시키기 한 연수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노력을통해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교육환경으로서 ‘디자인씽킹 로세스 기반

메이커교육’ 모형이라는주장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어

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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