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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2016년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핵심 의제로 ‘4차 산업혁명

의 이해’를 논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와 사회, 인류의 행동 양식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 주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Schwab, 2017).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속도, 범위, 영향력 등에서 지난 3번의 산업혁

명과는 차별되며,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

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

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백성기 외, 2016).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

물인터넷 등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로봇, 무인자동차, 3D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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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과 결합되어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

함한 전체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언 외, 2017).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

재상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학생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4).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서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누구

나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부터 전국에 무한상상실

(Makerspace)을 보급하여 2021년 1월 현재 21개를 운영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21). 무한상상실은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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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3D printing education program implemented to cultivate creative fusion-type 
talents requir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ecifically, the entire process developed by applying the ADDIE program development 
model, from 3D modeling to post-processing of printed materials, was performed individually and for each team for about 200 second-year 
college students for two weeks. Through this program, students develop the basic ability to apply 3D printing to the learning curriculum,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cooperative interactions between team members, and convergence thinking ability by collaborating 
within the team by students from various major fields. They are proved by analyzing an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after 
application of the program. In conclusion, the program of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for effective 3D printing education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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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혹은 제작을 하거나 UCC제작과 스토리 창작을 할 수 있

는 공간이다(변문경･조문흠, 2016). 전국 무한상상실에는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중 3D(3 Dimensions) 프

린팅과 모델링 관련 과정이 많다. 3D 프린팅은 3차원 공간에 

플라스틱, 금속, 나일론, 고무, 나무, 레진, 세라믹, 파우더 등 

다양한 재료를 연속적인 층을 쌓아 3차원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술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고 사

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맞춤형 제품의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바탕으로 산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 적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하봉수, 2017; 전은

화･황윤자, 2020). 기존의 산업용 3D 프린터는 고가의 구매비

용과 유지비가 필요하고, 공정이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웠으나, 저가형 3D 프린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문경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각각 

초등학생 그룹과 성인 그룹으로 나누어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2시간에 걸쳐 수행 후 교육 효과를 비교하였다. 성국주･김성래

(2015)는 디자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입체조형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인화 외(2015)의 연구에서는 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3D 프린

팅 전공강의를 개발 및 운영하고 학습성과를 분석하였다. 소효

정 외(2017)는 3D 프린팅 활동을 초등학교 6학년 수학교과에 

접목하여 입체도형 영역의 원뿔, 원기둥, 구와 관련하여 형태

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부피를 구하는 주제에 활용하였다. 

전은화･황윤자(2019)는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팅

을 이용한 디자인씽킹 비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후 교

육 효과를 분석하고, 최근 논문(전은화･황윤자, 2020)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3D 프린팅 교육과정을 전문가 자

문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개발하였다. 김미숙(2019)은 40명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씽킹 수업에 3D 프린터를 활용

한 교육사례를 소개하였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융
합형 인재교육을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함과 더불어 교육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해 2020년 11월 창의활동공간(FabLab, 

Fabrication Laboratory)을 조성하였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3D 스캐너 등의 제작 장비와 도구를 갖추고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토론공간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향후 

전공별 특정 교과목이나 단원에서의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

겠지만, 우선 3D 프린팅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2주간 200여 명의 대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수강학생을 4개 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2명의 교수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 시 협업을 위해 서로 

다른 전공학생 4명이 1개 팀을 구성하여 첫 번째 주에는 개인 

실습으로 단순한 물체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두 번째 주에는 

팀별로 프린팅 이후 결합을 할 수 있는 복잡한 물체 3D 모델

링과 프린팅을 실습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인 

학습교과에 3D 프린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

고, 팀원 간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증진하며,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협업

함으로써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융합사고력을 증진을 달성하

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

학교육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전체 틀을 사례를 통해 제안한다. 둘째, 교양 혹은 전공강의에 

적용 가능한, ADDIE 프로그램 개발 모형(Molenda, 2003)에 

따른 3D 프린팅 학습 내용과 실습 과정 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200여 명의 다양한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수업

자료를 적용한 이후 학생들의 수행 결과물과 만족도를 분석하

고, 3D 프린팅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연구대상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절차와 내용, 검사도구를 설명한다. III장

에서는 수업자료 개발 결과를 차시별 주요 학습 내용과 실습 

과정 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 만족도와 의견을 분석하고, 참가 학생들의 완성품을 보

이고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D 모델링 이해 및 실습과목을 수강한 

공군사관학교 2학년 학생 200여 명인데, 설문 조사에 성실하

게 참여한 167명의 응답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 성

별은 남자 89.8%(150명), 여자 10.2%(17명)이고, 이학･공학 

56.3%(94명), 인문･사회 계열 43.7%(73명)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 절차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STEAM 융합･과학･기술 강의자료 개발에 주로 적용되는 

PDIE 모형(김진수, 2012; 임동욱, 2012; 심세용, 2016)을 참조한 

후, 준비(P)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모델

(Molenda, 2003)을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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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N % N % N %

계열
이학･공학 85 56.7 9 52.9 94 56.3 

인문･사회 65 43.3 8 47.1 73 43.7 

전공

항공우주공학 23 13.8 3 1.8 26 15.6 

전자통신공학 12 7.2 2 1.2 14 8.4 

기계공학 19 11.4 0 0.0 19 11.4 

시스템공학 19 11.4 2 1.2 21 12.6 

컴퓨터과학 12 7.2 2 1.2 14 8.4 

항공우주정책학 15 9.0 1 0.6 16 9.6 

국방경영학 17 10.2 1 0.6 18 10.8 

국제관계학 33 19.8 6 3.6 39 23.4 

전체 150 89.8 17 10.2 167 100.0 

분석
(A)

- 문헌고찰(창의공학설계, 교육과정 등)

- 기술고찰(3D 프린팅, 3D 캐드/슬라이스 소프트웨어)

- 학생 및 교수 의견수집 및 분석

설계
(D)

- 수업목표 설정 및 과정 구성
- 9차시 학습내용 및 과제 제시

개발
(D)

- 차시별 학습자료 개발(교수용, 학생용)

- 교수자 선행 학습 및 실습 수행
- 전문가 및 교수자 회의를 통한 학습자료 타당도 분석

실행
(I)

- 연구(수업)대상 설정
- 수업적용(2020년 12월 / 9차시)

평가
(E)

- 사후검사(수업만족도,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동능력)

- 결과분석 및 학습 프로그램 개선 검토

Fig. 1 Procedures for development of the 3D printing education 
program based on ADDIE Method

Fig. 1과 같다. 먼저 분석(Analysis) 단계에서는 공학계열(기

계, 항공, 전자, 컴퓨터) 박사 4인이 창의공학설계 및 3D 프린

팅에 대한 문헌자료와 기술현황을 고찰하고, 재학생과 교수들

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시설과 장비의 확보 및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설계(Design) 단계에서는 

2주간의 수업기간과 성취요구도 및 교육 난이도 수준을 고려

하여 수업목표와 기본과정을 구상하였고, 9차시에 해당되는 학

습내용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개발(Development) 단계에서는 

차시별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수자가 해당 내용을 선행 학습 

및 실습하고 학습자료의 타당도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4개 그룹으로 편성한 후, 공군사관학교 FabLab에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참

여한 학생들에게 수업 프로그램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학

습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3. 검사 도구 

가. 타당도 검사도구

타당도 검사를 위한 전문가 패널의 구성은 교육경력 5년 이

상 공학, 이학, 사회과학계열 박사학위 소지 교수 및 교육공학 

석사를 8명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사지는 임

동욱(2012), 심세용(2016)이 개발한 타당도 검사지를 참고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프로그램의 합목적성(2문항), 내

용 구성의 적절성(5문항), 적용의 유용성(3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리커트(Likert) 5단계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CVR) 충족 여부를 분석

하였다.

나. 만족도 검사도구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수강 이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조

사 도구는 R&E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KAIST, 2019)를 수

정하여 활용하였다. 만족도 조사 문항은 총 13개로,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Likert 5점 척도 10문항과 프로그

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선정한 개방

형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수업자료 개발 결과

가. 차시별 주요 학습내용

ADDIE 방법으로 개발한 차시별 교육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각 차시별 수업시간은 2시간이다. 1차시에는 

3D 프린팅 기술과 창의공학 설계방법, 그리고 설계･제작 실습

이 이루어지는 FabLab 공간에 대한 소개로 구성하였다. 2차시

와 3차시에서는 3D 모델링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 이후, 

학습자 개인별 창작품을 모델링 하도록 하였다. 4차시와 5차시

는 모델링 형상이 3D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되도록 모델링 형

상 파일의 변환 과정(STL형식→G-code)과 출력걸기 및 후처

리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6차시에는 4인 1조의 협동팀을 이루

고 4개 이상의 부품 형상이 조립되어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링 심화교육으로 구성하였다. 7차시와 

8차시에는 협동작품을 구상하는 팀 토의시간을 갖고 팀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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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program contents

차시 세부 학습/실습 내용

1

-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
- 창의공학설계 이해 및 FabLab 소개 
- 3D 프린터/레이저 커터 사용 안전교육

2
- 3D 모델링 기초(형상 설계 및 조작법) 이해하기
- 간단한 3D 형상(머그컵, 휴대폰 거치대) 모델링 실습하기

3
- 2D 도면 해석 후 3D 형상 모델링하기
- 개인 창작품 모델링하기

4
- Slicer software를 이용한 3D STL 형상정보 G-code로 변환하기
- 형상 배치 및 서포터 역할 이해하기

5
- 3D 프린터 세팅 및 출력하기
- 후처리를 통한 결과물 획득하기

6
- 협동작품 모델링을 위한 3D 모델링 심화 교육
- 글라이더 부품(몸체, 날개) 모델링 및 조립하기 

7
- 협동작품(4인 1팀) 구상을 위한 팀 토의하기
- 협동작품 선정 및 역할 분담하기

8 - 협동작품 구성 부품 모델링 후, 조립 완성품 형상파일 생성하기

9
- 협동작품 G-code 변환 후 3D 프린팅 출력하기
- 후처리를 통한 결과물 획득 및 최종품 조립하기

역할 분담된 파트모델링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적으로 9차시에는 3D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물을 확인하고 후처

리 후, 조립하여 최종 완성품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나. 교육･실습 과정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실습 과정안의 예시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이론과 실습 내용 대부분 그림을 이용하여 보여줌

으로써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특히, 

수업시간 실습 시 직접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 시범

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는데, 수업시간 이후 교안을 

보고 자습할 수 있도록 모델링의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작성하

였다. 해당 교안은 학습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수업 차시 전에 학

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시간에는 개별 지급된 노트북을 이

용하여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운용 실습하였다.

다. 전문가 타당도 검사결과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CVR 수치는 0.775이며, 이는 패널 

8인 기준 최소비율인 0.75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구성별 세부평가 점수는 Table 3과 같으며, 전체 평균은 4.35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검사지 서술항목에서 제시된 ‘다양

한 전공의 학생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델링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확한 수치가 함께 제공되도록 교육･실습 

과정안의 슬라이드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

Fig. 2 Examples of lecture slides

Table 3 The results of validity review

영역
프로그램의 
합목적성

내용 구성의 
적절성

적용의 
용이성

전체 평균

평균
(n=8)

4.69 4.28 4.08 4.35

2.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3D 프린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에 대한 이해 

및 기술 습득은 분야를 막론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학･공
학･인문･사회계열 모든 전공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전공별로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과 인식을 공유

하는 경험도 교육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후반부의 

팀별 실습을 위한 4인 1팀 조직 시에는 서로 다른 전공으로만 

편성하도록 제한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중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3D 모델링 기

법 및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은 3D 공간에 대한 물리･수학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 용어들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해서 이

학･공학 계열인 컴퓨터과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자통

신공학 교수각 1명, 총 4명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개인 및 팀

별 실습 또한 균등한 수의 그룹 4개로 나누어 지도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장소는 FabLab을 이용하였다. FabLab은 미

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에서 시작한 개념으로, 3D 프

린터･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생산 장비와 S/W가 구비되어 

있어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토론･설계･구현을 해볼 수 있

는 창작지원공간을 말한다(송위진･안형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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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수업과 모델링 실습은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FabLab의 다목적제작실과 융합세미나실을 활용하였다. 완성

한 3D 모델은 3D 프린팅실의 3D 프린터를 이용해 결과물로 

제작하였다. 다만, 3D 프린팅의 유해성(박지훈 외, 2018; 김성

호 외, 2020)으로 인해 3D 프린터 작동은 주로 교수가 담당하

였다.

3D 모델링 교육에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美 Matter 

Hackers社의 Matter Control 2.0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에 무료 소프트웨어로써 3D 프린팅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기법 및 다양한 파일로의 변환을 지원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 

설계 초기에는 Windows 10에서 옵션에 따라 기본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3D Builder를 고려하였으나, 머그컵에 손잡이를 붙

이는 것과 같이 특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정렬이나 회전 등 

3D 모델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활용한 설계 기법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등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여 Matter 

Control을 최종 선택하였다.

FabLab에 구비된 3D 프린터는 美 MakerBot社의 MakerBot 

Replicator+ 10대와 Sketch 15대이다. MakerBot社에서는 

프로그램 추가 설치 없이 온라인상에서 팀별 구성원들이 직접 

디자인한 3D 모델의 로딩부터 편집, 배치 및 실제 프린팅의 미

리 보기까지 수행할 수 있는 Cloud Print 시스템을 제공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 최종 파일을 프

린터로 옮기면 바로 3D 프린팅을 수행할 수 있다.

3. 참가자 만족도 및 의견  

참가자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수강 이후 실시했으며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만족

도(4.04)를 보였으며, 창의공학 설계실습실 환경(4.42)과 교수 

지도(4.26)에 대해서 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다

른 동계학기 프로그램보다 이번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높게 평

가하였으며(4.27),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3D 모델링 능력

의 발전(4.23)과 융합교육에 대한 호기심 충족(4.17)에 대해서

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본 교육 프로그램(또는 다

음 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재참여 의사(4.02) 및 후배들에게 

추천(4.16)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프로그

램이 협동하여 문제해결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점

(3.93)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였으나, 다른 항목에 

Table 4 Participants satisfaction survey results 

5점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전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04 0.96

2. 창의공학 설계실습실의 시설이 만족스러웠다. 4.42 0.77

3. 교수님의 지도는 만족스러웠다. 4.26 0.80

4. Matter Control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4.19 0.91

5. 이 프로그램은 내가 참여했던 다른 동계학기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우수하였다.

4.27 0.90

6.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의 3D 모델링 능력이 
신장하였다고 생각한다.

4.23 0.90

7. 프로그램은 협동하여 문제해결 하는 것의 중요
성을 알게 해주었다.

3.93 1.06

8. 프로그램이 융합교육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충
족시켜주기에 적합하였다.

4.17 0.92

9.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 프로그램(또는 다음 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4.02 1.20

10. 프로그램을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 하고 
싶다.

4.16 0.97

다목적제작실 융합세미나실3D 프린팅실

Fig. 3 FabLab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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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저조하였다. 이는 협동작품을 구상하

고 팀원별 역할을 수행하는 7, 8차시의 구성이 전체 교육 기간 

대비 짧게 편성되어있음으로 분석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개선과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그리고 건의사항을 제시 

하였는데, 각 내용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객관식 만족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방형 질문

에서도 답변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학생 스

스로 직접 창작물을 설계･제작한 것과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 그동안 학교에서 동계학기에 실시했던 대부분

의 교육과정이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학습자에게 자율적인 학습 여건을 보장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자율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실

시했던 프로그램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

다. 아울러 교육과정 후반부에 수행하였던 팀 과제를 통해서 

협동하여 문제해결 하는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

었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3D 설계 프로그램과 3D 프린터가 

교육용이라 산출물의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최근 

3D 프린터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학습자 스스로 작동시키지 

못한 것이 있었으며, 3D 프린터의 직접 작동 요구는 동계학기 

이후의 3D 프린터실 개방에 대한 건의사항과도 연결된다. 3D 

프린터 직접 동작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안전문제를 포함한 

3D 프린터 운영지침이 확정되면 추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가자 완성품 예시

이 장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 예

시를 보이고자 한다. Fig. 4(a)∼(c)는 개인 모델링을 할 때 만

든 휴대폰 거치대이다. (a)는 Matter Control 소프트웨어를 이

용해 모델링한 결과이고, (b)는 프린트하기 전 slicer software

를 이용해 어떻게 프린트가 되는지 미리 본 모델이다. (b)에서 

눈금이 있는 바닥은 3D 프린터 바닥을 나타내고, 휴대폰 거치

대 양쪽 받침대 아래쪽의 회색판은 프린터에 접촉된 프린트물

을 쉽게 뗄 수 있도록 slicer software 자체적으로 추가한 발

판이다. (c)는 출력된 휴대폰 거치대의 모습이다. (d), (e)와 

(f), (g)는 각각 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학생들의 3D 모델링

과 출력 결과물이다. (d), (e)는 물레방아인데, 물레방아 정 중

앙으로 축을 통과시키고 이를 지지하는 받침대로 구성하였다. 

(f), (g)는 선물함과 항공기인데, 선물함은 아래 상자를 덮는 덮

개와 이들을 고정시키는 장치, 리본으로 구성되어 (g)와 같이 

하나로 결합된다. 두 결과물 모두 팀 프로젝트의 목표인 4개 

이상의 구성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체를 만드는 조건을 만족

한다.

Table 5 Participants’ detailed opinions

구분 내용 비고

교육과정

• 3D 디자인, 프린팅의 필수적인 기술 습득을 넘어서 스스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다. 

• 3D 프린터가 작동하는 모습을 학습자들이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설계 후 완성된 작품을 받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된 느낌이 들었다.

만족 요인

건의사항

소프트웨어

• 본인이 자율적으로 직접 설계한 3D 모델을 제작한 것이 만족스러웠다. 개인 소장용 작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완성
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신장 되었고, 이는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서 집중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무료 3D 설계 프로그램인 matter control의 성능이 창작물을 설계하기에 부족하였다.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3D 프린팅

• 4차 산업혁명으로 이슈가 많이 되면서 3D 프린팅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체험하게 되어 좋
았다. 

• 3D 프린터실을 완전히 개방하여 동계학기 이후에도 자유롭게 사용하면 좋겠다.

만족 요인

건의사항

장비･시설

• 교육용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창작물을 세밀하게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색상 및 마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

• 안전문제로 학습자 스스로 3D 프린터를 작동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불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융합･협동

• 교육과정 후반부에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이 즐거웠다.

• 팀 과제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이 모여 공동의 목표하에 협력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만족 요인

만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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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형 인재상인 창의 융합형 인재 양

성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강의에 적용하는 교육방법의 

발전이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기존의 지식 습득 중심 교

육을 위해 강의식 위주로 이루어진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상상력과 창의력 발산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자는 이를 

북돋아 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학생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메이커 교육이 교육 혁신의 대안으로 급속

히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환경이 창의 활동공간이

며 주요 도구가 3D 프린터이다. 

본 논문은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교과 교

육과정으로 2주간 대학교 2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적

용한 내용을 다루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ADDIE 방

법을 적용했고, 교육과정에서 ‘3D 모델링-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변환-3D 프린팅-프린트물 후처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

을 개인별, 팀별로 각각 한 번씩 실습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

을 활용한 창의적 공학설계 능력을 함양하고 3D 프린팅의 교

육적 활용능력을 배양하였다. 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해 R&E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를 수정하여 활용했으며 총 10문항으

로 구성된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 수업 완료 이후에 설문하여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본 교육 프로

그램이 타 프로그램보다 우수하고,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

족시켰고, 서로 다른 전공 학생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며 문제

해결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주관식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생들의 창작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는 교육용 3D 프린터의 마감이나 정교함에 한계가 있어 다소 

불만족스러운 면이 설문에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Brown, 2015)에 의하면 3D 프린팅을 교육적으

로 활용하는 활동은 3단계 계층구조로, 기초 단계에서 시험 출

력을, 중간 단계에서 설계 실험을, 최종 단계에서는 실질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테스트로서의 활용으로 제시되었

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위 계층구

조에서 중간 단계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목의 초반부 

운영에 활용하여, 학기 후반부에서 해당 교과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교육 연계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교육에서 전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

팅 교육 프로그램, 교양과목으로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

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난이도, 과정 구성 등에 관한 비

교 연구가 필요하다.

(a) (b) (c)

(d) (e) (f) (g)

Fig. 4 3D models and printed objects. (a) 3D model of a phone stand. (b) 3D layers of a phone stand. (c) A printed 
phone stand. (d) 3D models of waterwheel parts. (e) An assembled waterwheel. (f) 3D models of gift box parts 
and an airplane. (g) Assembled gift box and printed 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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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사전-사후 검사로 교육생의 능력 향상 효과 분

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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