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urrent study aimed to develop the design principles for maker programs using virtual reality and apply them

in developing a simulation mobile application. First, through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evant studies and cases

eight design principles with four components were derived. Then, these initial design components and principles were

revised and improved in accordance with evaluations of an expert panel composed of three professors/researchers,

two teachers, and two IT industrial experts. Based on the revised design principles, a VR simulation app for maker

education was developed and evaluated on whether the principles were properly applied to the app development by

the expert panel. The finalized eight design principles, as a research outcome, can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replace the actual making experience even in educational

fields where it is difficult to build maker spaces or provide materials and equipment. In the near future, empirical

studies are expected to develop customized maker progra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levels, and needs of

students and verify their educ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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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기술 구분 1세대 VR러닝 2세대 VR러닝 3세대 VR러닝

VR-러닝 구분 제시 단계 체험 단계 조작 단계

HW
디스플레이 모바일 반투영 글래스, 프로젝션

입력장치 터치 패드형 조정기형 몸/손/손가락/발동작형

SW
콘텐츠

제작방식 360도 촬영사진/동영상 CG 촬영/CG

활용방식 개인형/모둠형 이동형/교사형 체험관형/특별실형

학습모형 제시형 체험형/이동형 조작형

플랫폼 비디오 링크형 앱 실행형 통합형

네트워크 유선 유선/무선 유선/무선/방송

<표 1> VR기반 학습 발전 단계

*정영식(2017) 참고하여 재구성.

1. 서 론

국내외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인재는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3D프린팅, 드론, 사물인

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 대표 기

술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산물로 구현할 수 있는

메이킹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메이킹

역량은 스티브잡스, 빌게이트, 저커버그, 레리페이

지 등 창의융합 핵심 인재의 성공요인이기도 하다

(김상윤, 2016; Sawyer, 2013). 최첨단 과학기술

이 획기적인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초․

중등 학생들이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성

을 대비하고 스스로 개척해내갈 수 있는 창의융합

메이킹 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외 학계․산업계․

교육계의 노력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메이킹

역량을 한껏 표출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교실

이 재정, 공간 등의 제약으로 학교 내에 아직 구축

되지 못하고 있거나 설령 구축되어도 매우 제한된

시간 사용과 위험한 도구들의 관리해야 하는 어려

움이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최

근 메이커 교육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

육 프로그램에서 특정 키트를 이용하여 암기식 또

는 따라하기 식으로 코딩과 메이킹 기술을 익히는

데 머무르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박찬 외, 2017).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언제 어

디서나 동시에 다수의 학생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

다. 이러한 VR기반 메이커 학습환경은 교내 학생

들이 특정 교과, 특정 시간이 아닌 언제라도 어떤

교과에서라도 메이킹 활동을 학습내용과 융합하여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VR

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VR기반 메이커 교육용 프로

그램 중 하나인 시뮬레이션 앱을 시범적으로 개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상정된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 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

계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도출된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앱을 개발하기에 타당한가?

2. 선행문헌 고찰

2.1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반 학습환경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온라인․오프라인의 융

합이며, 이 융합 테크놀로지의 대표주자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을 손꼽을 수 있다. 지능정보

화사회에서 VR기술은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이 되어

인간이 가상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정재걸, 2017). VR은 4D스크린을 통한 제1세대

VR, HMD라는헬멧타입의제2세대VR을거쳐뇌파

연동을 통한 제3세대 VR로 발전하고 있다(이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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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2016). VR기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VR

기반학습(VR-Based Learning)은 하드웨어(디스

플레이, 입력장치), 소프트웨어(콘텐츠, 플랫폼) 및

네트워크가 제시단계에서 체험단계, 조작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정영식, 2017). 스마트폰의 보편화

는 VR기반 학습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것이며, 향

후 5G의 상용화로 네트워크 속도 개선, 저렴한 VR

기기, 콘텐츠 질 향상 등은 VR기반 학습의 교육적

매력성․효율성․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Gartner, 2016; NMC, 2017). VR기반 학습환경은

실제적인 수준의 시각적, 감각적 상호작용을 제공

하기에 학습자는 가상공간에서 배운 것을 실제 환

경에 손쉽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Dalgarno et

al., 2011).

가상현실학습환경은인간의오감을자극하는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사실적 감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인간과 사물을 표현하는 컴퓨터 기

반학습환경을 말한다. 가상현실학습환경의특성으

로는 정보 표상의 충실성(Hedberg and Alexander,

1994; Dalgarno and Lee, 2010), 행위유발성(백영

균, 2010), 실시간 상호작용(백영균, 2010; Burdea

and Coiffet, 2003; Dalgarno and Lee, 2010), 시공

간을 초월하는 원격 현존감과 몰입의 경험(계보경,

김영수, 2008; 백영균, 2010; Burdea and Coiffet,

2003; Hedberg and Alexander, 1994) 등이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학습환경은 (교육)콘텐츠 특성으

로 도전, 상상 등의 재미 요소를 통해, 기술적 특성

으로 생생함, 상호작용 등의 현존감 요소를 통해

(학습)몰입을 유발시킨다(권종산, 2017; Bailenson

et al., 2008; Sheridan, 1992; Witmer and Singer,

1998).

가상현실기반학습공간구축을위해백영균(2010)

은 모든 요소는 행위유발성과 학습촉진에 초점을 두

고 미니 게임, 객체 제작 등을 통하여 풍부한 재미

및 흥미 요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임무와 보상

의 유기적 체계를 통한 학습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한형종과 임철일(2020)

는 가상현실 기반 교육용 시뮬레이션 설계원리로 다

양한 테크놀로지 중 가상현실 기술이 적합한지 파악

하는 가상현실 기술 적합성 원리, 현실감 및 사실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의 환경 및 객체와 유사하

게 구현하는 현실 환경 유사성 원리, 개념적 설계를

위해 사용자의 활동 전개에 따른 내용 및 화면을 구

성하는 활동 전개의 구성 원리, 실제와 동일한 탐색,

조작, 선택 등의 활동이 가능한조작 및 선택의현실

성 원리 등을 제시하였다.

2.2 메이커 교육

최근 들어 선진국 정부와 민간들은 경쟁적으로메

이커 운동(Maker Movement), 메이커 페어(Maker

Faire)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

이 메이커 활동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강인애, 최성경, 2017). 메이커 운동

은 개인적 혹은 주변의 어떤 문제나 관심거리를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이킹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메이커들이 메이

커스페이스라는 물리적 장소에 모여 디지털테크놀

로지부터 일반적인 공예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사용하여 메이킹 활동에 참

여하고 그 결과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상호 공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 나아가 문화적

정신이 되어 명명된 것이다(강인애 외, 2019). 메

이커 운동은 참여 주체로서 메이커, 활동으로서 메

이킹, 공간으로서의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Halverson and Sheridan, 2014).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메이커인 학생이 메이킹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메이커 교육형태일 것이다.

[그림 1] 메이커스페이스 유형



164 박 태 정

TMI
(Martinez and Stager, 2013)

TMSI
(황중원 외, 2016)

uTEC
(Loertscher et al., 2013)

tinkering tinkering using tinkering

making making
experimenting creating

improving sharing improving

<표 2> 메이커 교육모형 비교

메이커교육은 학습자가 다양한 재료, 도구 및 장

비를 활용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실물

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수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

는 형태를 취한다(Martinez and Stager, 2013). 강

인애와 동료들(2019)은 메이커교육을 단순히 메이

킹(making)이라는 만들기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며 임파워된 학습자, 나아가 공감, 소통, 개방의 소

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학습자를 지향하는

학습환경으로 보았다. 즉,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다

양한 사람들의 메이킹 활동, 그들 커뮤니티가 보여

주는 메이커 정신을 엔지니어링과 인문학적 사고의

조화로운 연합으로 보고자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메이킹 활동을 수용하여 교육적 경험으로 삼으면서

메이커 교육이라는 용어가 마련되고 학습효과 측면

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재호, 장준형,

2017). 학생들을 융합형의 창의인재로 양성하기 위

한 학생 중심의 메이커 기반 교수는 문제해결력, 공

동체의식, 창의성, 협업 등 상당한 교육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Halverson and Sheridan, 2014;

Glazewski and McKay, 2016; Peppler et al., 2016;

Reigeluth et al., 2016; Schwab, 2017), 학계에서

는 메이킹 역량이나 메이커 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

념이 부재하고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이론적 연구와

현장 실천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이창윤 외, 2018).

아래 <표 2>에 제시된 TMI, TMSI, uTEC 등과

같은 메이커교육 모형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

는 첫째, 팅거링(tinkering)이라는 활동이 일종의 오

리엔테이션이나 동기부여, 혹은 다양한 기구, 도구,

재료들과 익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메이커교육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점, 둘째, 본격적인 메이커 활

동으로 들어가서는 비록 메이커인 학생에게 모든 활

동의 자율권이 부여되지만, 동시에 일종의 스캐폴

딩으로서 문제발견하기, 공감하기, 계획하기, 제작

하기, 평가하기 등의 학습단계를 거친다는 점, 셋째,

모든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는 활동이 허용되어서

지속적으로 도전, 실패등의경험할수있는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강인애 외, 2019).

메이커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활동, 학습자

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김근재와 임철일

(2019)은 메이커교육 설계원리로 친밀감의 원리

(제작을 위한 재료, 도구, 장비, 공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 융합의 원리(다양한 분야의 지

식을 활용하라), 긍정적 지원의 원리(긍정적 지지

를 통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라), 사용용이

성의 원리(장비, 도구, 재료의 손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충분히 안내하라), 통제가능성의 원리(각종

위험과 관련된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라) 등을 제안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의 개발 단계와 적용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

다. 먼저, 설계원리 개발을 위해 관련 현존자료 분

석을 통해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

리 도출 및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 다

음, 설계원리 적용을 위해 개발된 설계원리를 반

영하여 실제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을

개발하고 그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절차에 따른 연구 활동 및 방법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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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분야 직업 경력 최종학력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A 이러닝, 공학교육, 컴퓨터교육, HCI설계, 교수설계등 D대학 교수 8년 박사
(교육공학)

B 가상현실, 교수설계,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등 K대학 교수 5년 박사
(교육공학)

C 학습동기, 학습심리학, ITS기반 학습콘텐츠 제작 등 교육부산하
N공공기관 연구원 14년 석사

(교육심리)

교사
D 메이커교육, 피지컬컴퓨팅도구 활용교육, SW교육,

교사역량, 교수설계 등 C초교 교사 8년 석사
(교육공학)

E 모바일러닝, 교수설계, 교사교육, 창의성교육 등 K초교 교사 13년 박사
(교육공학)

현업
전문가

F 컴퓨터프로그래밍, VR, AI기반교육시스템 등 A사 CFO 18년 석사
(디지털미디어)

G 컴퓨터프로그래밍, 딥러닝, 로봇과학 C사 이사 15년 학사
(컴퓨터공학)

<표 3> 전문가 프로파일

단계 절차 연구 활동 및 방법

설계
원리
개발

현존
자료
분석

∙VR기반 학습환경 개념, 특성, 및 구성
요소
∙메이커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 개념,
특성, 및 유형
∙기개발된 VR 시뮬레이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및메이커스페이스사례분석

설계
원리
도출

∙VR기반 메이커 학습환경 설계
구성요소 도출
∙VR기반 메이커 학습환경 설계원리
도출

전문가
검토

∙설계원리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작업
∙학계/연구 전문가(3인), 교사(2인),
현업전문가(2인) 총 7인 전문가 패널
구성 및 전문가 검토회 실시

⇩ ⇩ ⇩

설계
원리
적용

앱
개발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 반영하여 모바일 앱 설계 및
개발
∙모바일 앱 수정보완(오류 해결 등)

전문가
검토

∙설계원리 적용 앱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작업
∙상기 7인 전문가 패널 대상 전문가
검토회 실시

[그림 2] 본 연구의 절차, 활동 및 방법

3.1 현존자료 분석

초기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현존 학술지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학위논문, 보

고서 등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였

다. 해외문헌의 경우 구글 Scholar(http://scholar.

google. com)에서 그리고 국내문헌의 경우 네이버

학술정보(https://academic.naver.com)에서 ‘가상

현실 기반 학습’과 ‘메이커 교육(교수․학습)’을 키

워드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관련 국내외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VR기반 학습환경의 개

념, 특성,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메이커교육/메

이커스페이스의 개념, 특성,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 개발된 VR 시뮬레이션, 메이커교육프로

그램 및 메이커스페이스 사례 분석을 통해 메이커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션 앱 설계 아이디어를

구했다.

3.2 전문가 검토

전체적인 설계원리 개발 방향과 내용 즉, 각 구

성요소 및 설계원리에 대하여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7인의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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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한 타당

화 질문지는 연구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본 연구

의 설계원리의 개발 및 적용 절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타당화를 위한 평가 문항을 포함한다(<표

4> 참고).

구분 평가 문항

선택형
문항
(4점
척도)

- 전반

타당성 : 본 설계원리는 VR기반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이해도 : 본 설계원리는 VR기반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설명력 : 본 설계원리는 VR기반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 본 설계원리는 VR기반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편성 : 본 설계원리는 VR기반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개별 : 개별 설계원리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타당도

개방형
문항

- 수정 및 보완 의견
- 추가 개선사항

<표 4> 전문가 검토를 위한 타당화 질문지 구성

선택형 문항 응답결과에 있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활용하였다. Davis(1992)에

따르면 4점 척도에서 3, 4점의 긍정적 평가를 한 전

문가 수를 전체 전문가 수로 나눈 점수인 CVI가 0.8

이상이면 내용 타당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해석

가능하다(Davis, 1992; Lynn, 1986). 평가자 간 동

일하게 평가한 항목 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눈 점수

인 IRA는 0.8～1.0은 매우 좋음으로 0.6～0.8은 좋

음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Gwet, 2008, 2014).

이상의전문가검토를통해수집된질적양적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초기 설계원리의 수정․보완 작업

을 거쳤다. 이러한 설계원리 수정․보완 작업은 해

당 설계원리 개선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와 추가 논

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수정된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시뮬레이션 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앱 개발에 있어 설계원

리 반영의 타당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앱 개선 방향

을 탐색하였다.

4. 연구결과

4.1 현존자료 분석을 통한 초기 설계원리 도출

관련 문헌 및 사례 분석결과 도출된 VR기반 메

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는 다음과 같다. 설계

구성요소는 크게 VR기반 메이킹 단계 및 활동 구

성, VR기반 메이킹 도구 및 장비 제시, VR기반 메

이킹 미션과 보상 설계, VR 객체 제작 및 상호작용

구현 등이다. 설계원리는 1) 메이킹 단계를 체계적

으로 구성하라, 2) 메이킹 단계별 세부활동을 구체

화하라, 3)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라, 4)

적절한 메이킹 외형 재료를 제시하라, 5) 학생들의

동기와 도전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이킹 미션

을 설계하라, 6) 메이킹 미션과 보상을 연계하라, 7)

VR 객체 및 상호작용의 사용성을 극대화하라, 8)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4.2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현존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초기 설계원리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의 검토 절차

를 거쳤다.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

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다음 <표 6>

과 같다.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 평균

값은 3.71에서 3.86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이해도,

유용성, 설명력, 타당성, 보편성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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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 출처

1. 메이킹 단계 및
활동 구성

1.1. 메이킹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라
(예 : 조립/해부, 코딩, 외형제작 등의 단계로 구성)

강인애, 김명기, 2017; 강인애외, 2017; 김근재,
임철일, 2019; 박광렬, 2019; 이재호, 장준형,
2017; Blikstein et al., 2016; Halverson and
Sheridan, 2014; Loertscher et al., 2013;
Martinez and Stager, 2013

1.2. 메이킹 단계별 세부활동을 구체화하라
(예 : 조립/해부 단계의 경우, 부품창에서 개별 부품(모터,
바퀴, 타이어, 드라이버, 배터리, 케이블 등)의 명칭 및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조립하거나 해부함)

강인애외, 2019; 김근재, 임철일, 2019; 박광렬,
2019; 이재호, 장준형, 2017; Halverson and
Sheridan, 2014

2. 메이킹 도구 및
장비 제시

2.1.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라
(예 : 전자보드, 센서, 엑츄에이터, 키트, 로봇, 컴퓨터,
케이블 등)

강인애외, 2019; 김근재, 임철일, 2019; 이재호,
장준형, 2017; Halverson and Sheridan, 2014;
Hatch, 2013; Kemp, 2013

2.2. 적절한 메이킹 외형 재료를 제시하라
(예 : 종이, 플라스틱, 나무, 금속 등)

강인애외, 2019; 김근재, 임철일, 2019; 이재호,
장준형, 2017; Halverson and Sheridan, 2014;
Kemp, 2013

3. 메이킹
학습목표와
성취보상 설계

3.1. 학생들의 동기와 도전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이킹 미션을 설계하라
(예 : 메이킹 완제품 개발 등의 미션을 제시)

백영균, 2010; 정유경. 2016

3.2. 메이킹 미션과 보상을 연계하라
(예 : 미션완수시레이싱게임플레이등의인센티브를제공)

백영균, 2010; 최재홍, 2016

4. VR 객체 제작
및 상호작용
구현

4.1. VR 객체 및 상호작용의 사용성을 극대화하라
(예 : 현실과유사한알기쉬운형태의객체개발, VR상호작용
방법(조작법)을 사용하기쉽게개발, 단순-복잡수준에따라
개발, 메이킹 단계, 활동, 도구, 장비 등의 명칭을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 활동별 직접조작과 간접시범 제공)

백영균, 2010; 이상욱, 2017; 한형종, 2019;
Appleman, 2005; 이상욱, 2017; Burdea and
Coiffet, 2003; Johnson-Glenberg, 2018

4.2.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예 : 멀미,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등을방지할수있도록
객체 및 상호작용 제작)

계보경외 2016; 박태정, 2017; 장은희외 2018;
Lee et al., 2018

<표 5> 초기 설계원리

평가영역
전문가 평가 점수

M SD
A B C D E F G

타당성 4 3 3 4 4 4 4 3.71 0.42

이해도 4 3 4 4 3 4 4 3.71 0.42

설명력 4 4 4 4 3 4 4 3.86 0.33

유용성 4 4 3 4 4 4 3 3.71 0.42

보편성 4 4 3 4 3 4 4 3.71 0.42

<표 6>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토 결과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도에 대하여 4점 척

도 기준 전문가 타당화 평가 점수 결과는 <표 7>

과 같다. 타당도 평균값이 3.57에서 4.0에 걸쳐 분

포되어 각 설계원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획득한 개별 설

계원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선의견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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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A B C D E F G

1. 메이킹 단계 및
활동 구성

1.1. 메이킹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라 4 4 4 4 4 4 4 4.00 0.00 1
1

1.2. 메이킹 단계별 세부활동을 구체화하라 4 4 4 4 3 3 3 3.57 0.46 1

2. 메이킹 도구 및
장비 제시

2.1.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라 4 3 4 3 4 4 3 3.57 0.46 1
1

2.2. 적절한 메이킹 외형 재료를 제시하라 4 3 3 3 4 4 4 3.57 0.46 1

3. 메이킹 미션과
보상 설계

3.1. 학생들의 도전의식과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이킹 미션을 설계하라 4 4 3 4 4 4 4 3.86 0.33 1

1
3.2. 메이킹 미션과 보상을 연계하라 3 4 3 4 3 4 4 3.57 0.46 1

4. VR 객체 제작
및상호작용구현

4.1. VR객체및상호작용의사용성을극대화하라 4 4 4 4 3 3 3 3.57 0.46 1
1

4.2.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4 3 4 4 3 4 4 3.71 0.42 1

<표 7> 개별 설계원리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관련 초기 설계원리 검토의견(전문가) 설계원리 수정 및 보완

초기 1.2
메이킹 단계별세부활동을

구체화하라

∙학습자가잘못접근하게되는경우나어떻게접근해야할지모르는
경우가발생하게되는데일종의 단서(cue)를 제시하게 되면 인지적
으로보다효과적인활동이이루어질것임, 이러한단서를제공함에
있어 초기 활동부터 제공하기 보다는 해당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전문가 B)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습자가
겪는시행착오에대해(잘못된접근을하였을경우)왜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전문가 B)
∙메이커교육에서는교수자가학습자에게메이킹단계와단계별구체
적인세부활동을직접알려주기보다는학습자가팅커링활동, 실험
등을통해스스로 단계를구성하여 실행하고, 실행하다가수정하면
서 세부 활동을 나름대로정하는열린구조의탐구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단서, 피드백 등이 필요시 됨(전문가 E)

수정 1.2
메이킹단계별세부활동에
대한 단서및 피드백 제시
방법을 구체화하라

초기 2.1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라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경우 학습자의 구체물 조작 수준,
도구의 활용수준에따라서제시해주는재료군을수준별로나누어
제시해주면 좋겠음(전문가 D, F)

수정 2.1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수준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라

초기 2.2
적절한메이킹외형재료를

제시하라

∙외형재료 역시 종이처럼 조작과 변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여 나무, 플라스틱, 금속 순으로 수준별 위계화하여 제시해
주면 좋겠음(전문가 D, F)

수정 2.2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메이킹 외형 재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라

초기 3.2
메이킹 미션과
보상을 연계하라

∙개인의 학습의 관점에서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인식하는 문제의식 발견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성취목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환류가 되어
학습의 관점에서 명시적인 정보가 축적되고 공유되고 환류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배제시킬 수 있음(전문가 C)
∙지속적인동기유발의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외적보상뿐만아니라
내적 보상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전문가 A, C, E)

수정 3.2
메이킹성취목표와내외적
보상을 연계하라

초기 4.1
VR 객체 및 상호작용의
사용성을 극대화하라

∙VR 객체 및 사용작용의 사용성 보다는 VR 객체 조작에 있어
사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전문가 C, G)

수정 4.1
VR 객체 조작에 있어
사용자경험을극대화하라

<표 8> 초기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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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정된 설계원리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앱

개발

도출된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

를 반영하여 VR기반 메이커교육 콘텐츠, 시스템,

앱 등을 개발하기 적합하고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스마트

카 메이커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였다. 메이킹의 주요 절차인 Training,

Tinkering, Coding, Testing 단계에걸쳐관련설계

원리들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은 <표 9>～<표 12>

와 같다.

메이킹
단계 학습내용 및 관련 화면 적용

설계원리

1단계
Training

1. 학습내용 : 시뮬레이션앱사용법을
파악하여 기능/조작 제어

2. 관련 앱 프로토타입 화면

1.1, 1.2,
4.1, 4.2

<표 9> 설계원리를 적용한 스마트카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Ⅰ

Training 단계는 학습자들이 스마트카 메이킹

단계에 맞춰 구성된 앱 메뉴와 버튼의 기능을 쉽

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부품의 명칭과 그 설명 문구를 제공함으로써 부품

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인다. 앱 화면의 모든

요소는 실제 스마트카 부품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

였고 모든 작업/조작의 초기화가 가능하여 반복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메이킹
단계 학습내용 및 관련 화면 적용

설계원리

2단계
Tinkering

1. 학습내용 : 수준별다양한도구, 재료
등의 명칭과 작동원리를 파악하며
(재)조립 및 해부
2. 관련 앱 프로토타입 화면

2.1, 2.2,
4.1, 4.2

<표 10> 설계원리를 적용한 스마트카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Ⅱ

Tinkering 단계에서는 스마트카 개발에 필요한

브레드보드, 아두이노보드, 센서, LED, 배터리 등을

제시하여학생들이 취사선택하면서반복적으로메이

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직접 조작(조립,

해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동 조작 버튼을

눌러 시범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메이킹
단계

학습내용 및 관련 앱 화면 적용
설계원리

3단계
Coding

1. 학습내용: 기본 소스 코드(단서)를
확인하여스마트카시스템에업로드

2. 관련 앱 화면

1.1, 1.2,
4.1, 4.2

<표 11> 설계원리를 적용한 스마트카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 Ⅲ

Coding 단계에서는 학습자 본인의 코딩뿐만 아

니라 모범 코딩을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코딩별 실

행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코

딩에 오류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 버튼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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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A B C D E F G

1. 메이킹 단계 및
활동 구성

1.1 메이킹 단계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라 4 4 4 4 4 4 4 4.00 0.00 1
11.2 단계별 활동에 대한 단서 및 피드백 제시 방법을

구체화하라 4 4 4 4 4 4 3 3.86 0.33 1

2. 메이킹 도구 및
장비 제시

2.1 메이킹에 필요한 도구를 수준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라 4 3 4 3 4 4 4 3.71 0.42 1
12.2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메이킹 외형 재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라 4 3 3 3 4 4 4 3.57 0.46 1

3. 메이킹
성취목표와
보상 연계 설계

3.1 학생들의 동기, 도전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이킹
성취목표를 설계하라 4 3 3 3 4 4 4 3.57 0.46 1

1
3.2 메이킹성취목표달성시적절한내외적보상을제공하라 3 4 3 4 4 4 4 3.71 0.42 1

4. VR객체제작및
상호작용 구현

4.1 VR 객체 조작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라 4 3 4 4 3 3 4 3.57 0.46 1
1

4.2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4 3 4 4 3 4 4 3.71 0.42 1

<표 15> 설계원리 적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점수

구분 내용

H/W

CPU 인텔® 코어™ i7 CPU

GPU RTX2080 11G

Memory 64G

SSD(HDD) SSD 860 EVO 500G

S/W

IDE UNITY 2019

3D Modeling Bender 3.83, Solidworks 2019

2D Graphic GIMP 2.10

<표 13> 앱 개발사양

도구 내용

SMART PHONE Android 4.1 Jelly Bean (API 16) 이상

TAP PC Android 4.1 Jelly Bean (API 16) 이상

PC Windows x86_64

<표 14> 앱 사용도구

메이킹
단계 학습내용 및 관련 앱 화면 적용

설계원리

4단계
Testing

1. 학습내용 : 스마트카완제품작동을
레이싱 게임 형태로 테스팅

2. 관련 앱 화면

3.1, 3.2,
4.1, 4.2

<표 12> 설계원리를 적용한 스마트카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 Ⅳ

Testing 단계에서는 스마트카 외형 제작까지 미

션을 완수한 학생들은 인센티브로 스마트폰으로 조

작하는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실제 (스마트)카 조작 방법과 매우 유사하

게 알기 쉽도록 개발하였다.

모든 단계에서는 VR의 부작용인 멀미, 두통, 어

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시간(5

분, 10분, 15분 등)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

고하는 알림을 제공하였다.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표

13>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앱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구는 다음

<표 14>와 같다. 이러한 앱은 컴퓨터, 태블릿 PC

등과네트워크에접속가능한교육환경에서언제어디

서든 메이커 교수학습활동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4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설계원리를 반영하여 개발한 모바일 앱 프로토타

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도 평균값이 3.57

에서 4.00에 걸쳐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개발

된 설계원리가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에 타당하

게 잘 반영되었음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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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설계원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스마트카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을 개

발하였음에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였으나 기

타 개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설계원리

2.1과 2.2와 관련하여 구현된 프로토타입에서 메이

킹 도구 및 외형재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창

이 별도의 팝업 형태로 제시되면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는 의견(전문가 B와 D)과 화면 하단이나 상단에 지

속적으로 부각하여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단

서와 피드백을 하여 학습자들이 중간 중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

(전문가 B)을 주었다. 특히, 전문가 D는 설계원리

2.1과 2.2의 시뮬레이션 앱 구현에 있어 보다 다양

한 도구를 활용 수준 따라 회로에 대한 이해 없이도

수정이 용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의 센서보드(마이크로비트, 메이키메이키 등)부터

회로에 대한 지식과 센서 연결 등이 복잡한 낮은 수

준의 센서보드(아두이노 등)까지 위계화해서 제시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설계원리 3.1에 대해 전문가 D는 학생들의 동기,

도전의식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스마트카가

필요한 상황을 실제 세계의 문제와 연결 지어서

실감나게 제시해주거나 제작자로서 몰입할 수 있

는 화면, 영상 등을 함께 제시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계원리 4.1에 대해 전문가 A와 B는 객체 조

작의 사용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VR 조작법

을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

문가 B는 설계원리 4.2에 있어 VR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의 손 제시하거나 방향

성 안내하는 것을 앱에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연구에서는VR기반메이커교육프로그램설계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메이커교육용

VR 시뮬레이션 앱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

구가 지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VR 학습환경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

을 미래 역량으로서 고려되는 실제적 문제해결의 향

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실제핵심적인메이킹활동

과 연계하여 VR기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설계원리

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메이킹이미래역량으로언급됨에도불구하

고 메이커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부

족으로 메이커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기 힘

든 현실 상황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다양한 VR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할

수 있다면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즉, 메이커스페이스 구축함에 있어 공간․재정․

안전측면에서감당해야하는큰부담을느끼는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VR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메이킹 간접 체험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인 설계원리와 이에 따

른 세부 예시들은 교수설계자, 콘텐츠개발자, 교수자

등에게 메이커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VR기반메이커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적절하

고핵심적인안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뮬레이션 앱은 메

이커스페이스 구축이나 메이킹 재료 및 장비를 구

비하기 힘든 교육현장에서도 실제 메이킹 경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메이커스페이스라는 물

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관련 교수․학습 정보나 자

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메이커교육에 상당한 어려움

이 존재하는 지금(차현진, 박태정, 2018), 메이커스

페이스가 없이도 메이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션 앱을 포함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교육현장에 보급된다면 메이킹 도구나 디지털 제작

도구의 사용법을 쉽게 터득하여 반복적으로 팅커링

(Tinkering)과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

typing) 과정을 학생들은 체험할수 있을것이다. 특

히, 상당수의 실제 메이킹 도구나 장비가 날카로운

절단력을 지니거나 열을 이용하기에 위험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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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취약할 수 있으나(Martinez and Stager,

2013), VR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은 가상의 환

경에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메이킹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거나 도구

명칭이나 작동원리를 몰라 메이킹을 주저하는 학습

자들에게 부담 없이 메이킹 활동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단, VR 부작용인 멀미,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

야 할 것이다. 다행히 눈의 피로감은 최근 광학과

이미지 처리 기술의 발달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

으로 기대된다(박태정, 2017).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메이킹 도구 및 외형재료

에 있어 기존의 암기 또는 따라 하기 방식을 넘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안내하고 있어 그 의미가 상당하

다. VR 맥락에서 자율적으로 메이커 활동에 참여

함에 있어 사용자가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

할 경우 적절한 피드백과 방향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

가, 학생들의 인지, 행동, 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메이킹 성취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적,

외적 보상을 달리 적용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따른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

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모바일

앱에 한정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는데 추후 온

오프라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형태에 본 설계원

리를 적용하여 교육 분야에 VR, AR, IoT, Big-

Data, AI 등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에듀테크(Edu-

Tech) 교육환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자, 개발자, 교사 등의 전문가

의 평가에 제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설계원

리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메이커교육이 초기

단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교육 대상을 어느

특정 학교급 학생으로 지정하지 않고 초중고등 및

평생교육 학습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원리와 앱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 그리고 요구 등을 고려하

여 맞춤형 메이커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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