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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실천 단체

안녕하세요. 메이커교육실천입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은 국내에 올바른 메이커교육문화를 연구하고 확
산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비영리 메이커교육 단체입니다. 우
리는 2015년 12월에 해외 메이커교육 사례를 연구하는 작은 스
터디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더는 해외 사례를 부러워만 하지 말
자. 새로운 방식,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실천해보자
는 의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 맞는 메이커교육 방법론을 만들고 그 방법론을 바탕
으로 2016년부터는 학생들을 모집해 무상으로 메이커교육을 경
험하는 영메이커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2019.01)까
지 4회를 운영했으며, 17개 지역의 8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
니다.
메이커교육은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릅니다. 선생님 또는 어른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영메이커 눈높이에 맞게 범위를 정하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에서 함께하는 시민 메이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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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아이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역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사고하지 않도록 더 넓
은 세상을 만나도록 연결을 돕는 사람,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독려하는 사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긍정적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교
육의 주체가 영메이커 개개인에게 있고, 그 개개인이 능동적인 학
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돕는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메이커교육은 혼자할 수 없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이 4회 운영되
면서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시민 메이커분이 조력자로서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고 저희도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
보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의 멤버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공부하
고 실천해 본다는 간단한 방식으로 많은 분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메이커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에 정답은 없습니다. 새로운 교
육의 방법론은 찾기 위해 누군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찰하며 시
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 사회와 호흡하며 나아가
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습니다.
‘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 북’은 그동안 메이커교육실천을 직접 참
여했던 사람들이 작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직접 경험했
던 이야기와 사진들이 녹아있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건 이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로운 교육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실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입니다.
이 가이드 북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육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열정을 일깨울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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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실천

선언문

2016년 8월 ‘메이커교육실천’ 커뮤니티에서는 메이커교육의 실천
을 위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선언문을 만들기로 했습
니다. 메이커교육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고, ‘메이커교육실천’ 내 회원들 간에 총 19가지 의견이 취합
되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문장
의 ‘메이커교육실천 선언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문장의 선언
문과 그 토대가 되었던 19가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같이 만들자!
3) 만들라
4) 배려하라
5) 함께하라
6) 자발적으로 행동하라

즐기고 남기자!
10) 만
 들기를 통해 즐거움
을 추구하라
11)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
아라

7) 참여하라

12) 실패를 통해 배워라

8) 먼저 다가가라

15) 항상 기록하라

배워서 남주자!
1) 공유하라
2) 배우라
9) 만들기를 통해 학습하라
14) 주위에 알려라
19) 공헌하라

13) 주저하지 말아라
16) 준비하라
17) 안전수칙을 지켜라
18) 평등하게 진행하라

6

1. 다 같이 만들자! ‘만들기’는 직접 무엇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주

제, 재료, 과정을 모두 메이커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
업합니다. 학습자는 혼자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라는 것
을 조력자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야 합
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
자는 조력자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즐기고 남기자! ‘만들기’은 경쟁이 아닙니다. 만든다는 것은 즐거

운 행위이며 놀이입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
를 즐깁니다. 현재의 메이커는 함께 하는 메이커로, 나 혹은 또 다
른 사람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합
니다. 배우기만 하고 내 것을 기록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다면 이
는 더 이상 메이커가 아닙니다. 기록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3. 배워서 남주자! ‘만들기’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

다. 실패 없는 만들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
고,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통해 배우고, 기록을
나누며 타인과 함께 발전하여야 합니다.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연결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공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
께 할 수 있고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공유를 하면 메이
커는 명성을 얻을 수 있고, 프로젝트의 성공과 연결될 수 있습니
다. 더 많이 공유하면 더 많이 얻는다는 걸 이해하고 실천하며, 우
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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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북

소개

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북은 주제에 따라 크게 6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파트
는 2~4개의 소주제의 차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차시가 끝날 때는 주변 사람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들 또는 더 찾아볼 책이나 자료 링크들이 적혀 있습니다. 파트 1~ 5는 메
이커 문화를 이해하고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파트 6은 실제
로 직접 워크숍을 만들고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Part 1

Part 2

Part 3

메이커와

메이커교육

재료와 도구,

메이커 운동

공간과 안전

메이커의 의미와 메이커 문화의

메이커 문화의 확산과 함께 대두

메이커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배경을 소개합니다. 메이커 문화

하는 메이커교육에 대해 알아봅니

위해 무엇을 만듭니다. 무엇인가

가 확산하는 이유를 다각도에서

다. 메이커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만드는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재

살펴봅니다. 특히 메이커 문화의

와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메

료, 도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존

뿌리를 두고 있는 해커 문화를 이

이커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는 다양한 기본 재료와 도구를

해하며 메이커 문화에 왜 핵심으

두 주체 ‘능동적 학습자, 긍정적 조

살펴보며, 더 나아가 안전한 만들

로 공유활동이 중요한지 알 수 있

력자’의 역할을 소개하며 어떤 정

기 생활을 위한 규칙도 확인합니

습니다. 메이커 문화의 확산과 함

신을 가졌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만드는 작업의 주제에 따른 메

께 사회 곳곳에 생겨나는 메이커

알아봅니다.

이커 스페이스의 물리적인 구성과

스페이스를 살펴보며 공유하는

각종 장비도 살펴봅니다.

공간이 갖는 의미와 공간이 유지
되기 위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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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Part 5

Part 6

디지털 제작과

오픈

메이커교육

활용

포트폴리오

워크숍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메이커교육에서 중요한 활동인 기

메이커교육을 실천해 봅시다. 워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쉬워

록과 공유하는 오픈 포트폴리오에

크숍은 크게 영메이커가 주체가

진 디지털 제작 도구를 살펴봅니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록하고 자

되는 ‘영메이커 워크숍’과 메이커

다. 또한 디지털 제작을 위해 사용

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을 때의

교육을 함께 실천할 시민들을 모

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온라인으로

개인적 장점과 기록이 공유돼서

집하는 ‘시민 워크숍’이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는 오픈소스의 활용법

사회적 가치를 일으키는 장점을

두 개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과 라이센스를 알아봅니다.

알아보며 오픈 포트폴리오의 가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각각의 워

를 이해합니다. 나아가 오픈 포트

크숍은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운

폴리오로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

영되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

과 예시를 보며, 메이커 스스로 오

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커들의 작품

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활용해봅

을 오프라인에서 공유하는 ‘페어’

니다.

행사의 준비와 진행 방법을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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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

1차시

메이커, 메이커 운동 그리고 메이커 정신
2차시

공유문화의 이해
3차시

메이커 스페이스

Part 1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

무언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메이커(Maker)가 전 세계적으로 조
명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수많은 정보를 통해, 만들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통
해,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만들고 있습
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메이커 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살펴보며 글로벌 문화
로 확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차시에서는 메이커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봅니다.
2차시에서는 메이커 운동의 핵심인 공유활동과 해커문화를 소개합니다.
3차시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등장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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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메이커, 메이커 운동 그리고 메이커 정신

1차시

메이커, 메이커 운동
그리고 메이커 정신

사람들은 더 즐거운 것,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금
도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는 이처럼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을 메이커(Maker)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들의 활동
과 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메이커 운동 (Maker Movement) 일어나고 있
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 일까요. 어떤 정신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메이커가 누구
이며, 메이커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봅니다.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Maker(이하 메이커)’는 ‘Make(만들다)’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메
이커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만들기의 범위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
서울 VFCON 2018때
데일 도허티의 강연 모습.

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커는 특정 분야와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발명
가, 취미가, 예술가, 작가, 수리하는 사람, 건축가,
창작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든다’의 의미 역시 꼭 물
리적인 형태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사진 등 디지털 등 형식이 다양합니다.
즉, 메이커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직업, 직
군, 관심 분야, 작품의 형태 등에 경계가 없습
니다.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 중에 누가 메이
커 일까요? 메이커를 정의한 대표적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서 메이커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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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 는 모 두 메 이 커 입니다 .”
매이크 매거진, 메이커 페어 설립자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

‘메이커’라는 단어를 가장 대중화 시킨 사람은 메이크 매거진(Make:
Magazine)과 메이커 페어(Maker Faire)를 설립한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입니다. 데일 도허티는 2011년 TED 강연(We are makers)에서 “우
리 모두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All of us are makers)”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일 도허티는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물건을 파악하고 만드는 능력을 갖
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
에게 필요한 요리부터 DIY(Do It Yourself) 인공위성까지 스스로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메이커 운동에서 말하는 메이커는 일상에서 동떨어진 특별한 사람
이 아니라 일상에서 창작 본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데일 도허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이커 본능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들기 활동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
“ 만 들기 활 동 을 하 는 사람 누 구나”
메이커 운동 선언문의 마크 해치 Mark Hatch

[메이커 운동선언: The Maker Movement Manifestor](2014) 책을 저술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인 Tech Shop의 공동 설립자
인 마크해치(Mark Hatch)는 메이커를 “만들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크해치는 경제적, 산업적 가능성으로서 메이커 운동에도 집중했지만 무
엇보다 메이커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체득하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책 [메이커 운동선언]에는 아래와 같이 메이
커 운동 선언 문이 적혀 있습니다.

‘만들라’
‘나누라’
‘주라’
‘배우라’
‘도구를 갖추라’
‘가지고 놀라’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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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라’
‘변화하라’
“오늘날은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
3D 로보틱스 최고경영자 크리스 앤더슨 Chris Anderson [1]

3D 로보틱스의 최고경영자이자, 디지털 시장에서 롱테일 법칙을 처음 언급
했던 크리스 앤더슨은 그가 쓴 [메이커스: Makers](2012)를 통해, 메이커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스크톱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구상하고 시제품
을 만드는 사람들이다.(디지털 DIY)”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공동작업 하는 문화
규범이 있다.(공유하는 웹세대)”
“낮아진 기술 접근성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2]을 활용하여, 발명
가가 기업가가 되는 시대이다.”
크리스 앤더슨은 “오늘날은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다.”라고 설명
하며 디지털 기술과 규범에 익숙하고 이를 통해서 창업으로 나아가는 혁
신가라고 지칭하며 메이커 활동의 경제적, 산업적으로 가능성에 주목했습
니다.
위에서 우리는 메이커에 대해 말한 대표적인 3명의 이야기를 살펴 보았습
니다. 메이커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아해서,
필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것을 찾고 있어서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 만들기를 시작했건, 스스로 ‘무엇’을 직접 만
들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이커 정신
데일 도허티는 메이커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메이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
고,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메이커는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만들고 다
른 나라에서 활동하지만 ‘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메이커를 글로벌 문화를 만드는 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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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입니다.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메이커 정신을 살
펴보겠습니다.
만드는 즐거움

멋진 결과물을 만들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누구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메이커들에게 필수 조
건은 아닙니다. 메이커는 결과 보다는 경험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만드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꼭 멋있는 결과물을 위해서,
꼭 실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이고 취미 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드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소비는 돈으로 손쉽게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하
지만 가치를 얻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드
려 요리를 직접 준비해 본적이 있나요? 그리고 함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나요? 무엇을 만들면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과정안에서 신
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이 즐거움을 느껴 봤다면 왜 메
이커가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공감 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는 만들기를 즐기
고 있습니다.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 는 자발적 학 습자

메이커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호기심이 풍부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탄을
합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메이커는 새로
운 것을 배우거나 대안을 탐색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
로 실행합니다. 메이커는 자발적인 학습자이며 도전을 망설이지 않고 방법
을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메이커가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 할 필요도 없
고, 실패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실패해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배웠다고 여기며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의 목
표를 위해서 모양, 방법, 재료를 다양하게 바꿔 보는것이 당연합니다. 메이
커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는 시도, 실패, 도전을
반복합니다. 메이커는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때의 성취감에 매료되어 새로운
도전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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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을 반복하며 나무로 무엇을 만
드는 메이커.
2
함께 만드는 즐거움.

1

2

공유하고 함께 만드는 사람

메이커 운동에서는 “D.I.T( Do It Together), D.I.W.O(Do It With Others)” 즉
함께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는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메이커의 공유활동은 개인의 자랑이나 자신
의 홍보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
로 확장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 확산 속도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 이
미 다른 곳에서 완성된 지식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메이커는 개인
안에서 무의미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다른 사람들
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아가 공유는 또 다른 협업과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의 확산
메이커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무엇인가 만드는 행위와 만들기를 좋
아하는 사람들은 DIY, Craft, 핸드 메이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
니다. 특히 미국은 메이커 운동 전에도 차고(Garage)문화로 대표되는 DIY문
화와 해커(Hacker)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요? 메이커 운동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 보며 이전의 만들기 활동과 다른 점도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 공유 문화와 오픈소스

메이커 문화의 가장 큰 요인을 뽑으라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
넷이 떠오릅니다. 인터넷은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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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기존에 동네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였던 커뮤니티가 아니라 관심
사에 따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유하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들기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전문
가를 찾아 이메일을 보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전에 상상
할 수 없었던 만남이 이루어 지고, 메이커들의 활동 역시 인터넷을 통해 연
결되고 협업하고 쉽게 확산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의 암기하거나 종이에 적어 둬야했던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인터
넷을 통해 아무때나 원할 때 찾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정보가 주로 인터넷에 공유 되었다면 지금은 전문 지식이
라 불렸던 다양한 기술정보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유된 정보는 오픈소스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이 오픈소스를 발전시키기 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자신의 아이
디어를 더해 새로운 것을 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소스와 인터넷에 공유되는 다양한 자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며 전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메이커들 역시 자신이 만든 성공,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에게 배우고, 만들고 다시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 작 장비의 보편화

이전에 무언가 만들기 위한 도구들은 대부분 ‘수공구’라 불리며 사람의 손
을 이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뤄지는 도구는 정교하게 다
루기 위해서는 능숙한 사용과 이를 숙련되기 위한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
요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제작 장비들이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
표적인 디지털 제작 장비로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라우터 등이 있
습니다. 디지털 제작 장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작동하고 인터넷에 공유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작업 할 수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디지털 제작 도
구는 이전의 수공구와 다르게 숙련하기위해 필요했던 많은 시간을 단축시
켜 주었고 , 또한 기존의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제작 장비가 최근에 발명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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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비닐 커터가 있는 시카고
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모습.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장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PC의 보편화와 다양한 응용 프
로그램의 등장, 장비의 소형화, 합리적인 가격 등의 요인도 디지털 제작 도
구의 보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3년 전만해도 개인용 FDM 방식의 3D프린터는 제일 저렴한 것이
200만원대 였지만 지금은 50만원 아래도 충분히 쓸만한 모델을 살 수 있습
니다. 디지털 제작 장비의 보편화는 사람들의 창작 욕구를 더 자극하고 있
습니다.
메이크 매거진과 메이커페어

메이커 운동을 대중에 가장 많이 알리게 되는 계기는 데일 도허티가 2005
년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에서 메이크 매거진(Make Magazine)을
창간하면서 부터입니다. 메이크 매거진에서는 컴퓨터, 전자기술, 로봇,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DIY 또는 DIT(Do It Together)프로젝트를 소개하였
습니다.
또한 데일 도허티는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마테오에서 첫번째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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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ay Area에서 열린 메이커 페
어에 구경온 많은 사람들.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페어(Maker Faire)를 열었습니다. 메이커 페어는 메이커들이 각자의 자신의
작품, 프로젝트를 갖고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산마테
오에서 일년에 한번 열린 메이커 페어는 2018년 13주년이 되었고 12만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표 행사가 되었습니다.
메이커페어는 메이커들이 모이는 만남의 광장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
시아의 큰 도시에서도 열리고 있으며 2017년에는 45개국의 221개의 메이커
페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매년 서울 메이커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대중화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공간, 도구, 재료 등이 필요합니다. 만들기 자체는 즐
거울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공간과 도구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귀찮은 일
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간과 도구를 공유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공간은 해커스페이스, 팹랩, 테크샵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공간 메이커스페이스의 자세한 내용은 3차시에서 소개
합니다. 국내에도 ‘해커스페이스 서울’을 시작으로 2013년 ‘서울 팹랩’이 생
겼습니다. 이후로 ‘무한상상실',’셀프제작소',’디지털 대장간' 등 다양한 이름
으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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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공간 메이커스페이스의 대중화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메이커 스페이스는 만
들기를 새로 입문하고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이고 만들수 있는 공
간들이 늘어나면서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 고 있었던 본 능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도, 돈으로 물건을 쉽게 구매하기 전
에도 아주 오래전 부터 사람들을 무엇인가 만들어 왔습니다. 꼭 인류를 발
전시킬 발명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물건을 고치기도 하고 재미로 장난감
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메이커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만들어보겠다는 능동적인 행
동입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와 저렴한 디지털 제작 장비가 갖춰지더
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익스플로라토리움 안에 있는 메이커 스

메이커 문화는 우리가 그동안 소비 문화에 잠시 잊었던 본능을 다시 깨워

페이스 모습.

주고 있습니다. 즉, 놀이로써 취미로써 즐거움으로써 손을 활용하여 무엇인

사진제공:메이커 다은쌤

가 만드는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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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우리는 모두 메이커입니다’라는 데일 도허티의
문장이 인상적이셨죠? 자, 이제 본인을 메이커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만들기를 하
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메이커
가 되고 싶나요?

2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본인의 작품은 무엇이 있
나요? 예를 들어 요리, 글쓰기 등 어떤 것이어
도 좋습니다. 이 작품을 사진이나 글로 기록하
고 공유했나요?

3  목공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공 주문을 해서 집
에서 조립하는 작업과 메이커 스페이스로 원판
을 주문해 화물로 받은 다음 가공하는 것의 장
단점을 생각해봅시다.

4 만들기를 했던 경험 중 가장 크게 실패했던 기
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실패 후 어떻
게 했나요?

5 메이커 운동이 확산 될 수 있었던 몇가지 요인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거나 본인에게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메이커는 타고 나는 것일까요? 자라나는 환경
에 의해 길러지는 것일까요?

더 알아보기
함께 강연을 보아요
데일도허티의 테드 강연 https://
youtu.be/mlrB6npbwVQ
책을 함께 읽어 보아요
우리는 모두 메이커다 / 인사이트 /
데일도허니, 아리안 콘래드 지음, 이
현경 옮김, 정희 감수
손의 모험 / 코난북스 / 릴리쿰 , 선
윤아, 박지은, 정혜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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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의
이해

공유 문화는 메이커 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공유
문화를 통해 사람들은 예전보다 쉽게 제작 활동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처음 불을 밝힌 하나의 초는 미미하
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수록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글
로벌 공유문화에 시초가 되는 해커문화와 오픈소스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공유 커뮤니티 사례들을 다룹니다.

공유(共有, sharing)
공유는 어떤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서
로 동등하게 지식과 물건, 생각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중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ICT)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오
픈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습득과 학습이 활발해지면서 현대 사
회에서 정보의 공유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넘치고 있는데 굳이 왜 공유해야 할까요? 바로 내 것을 내
줄 때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내 작품이 더 좋아집니다. 열심히 만들고 수정하다보면 어느 순간 해결되지
않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유리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몰려올
수도 있죠. 이 때 다른 사람들과 내 문제 혹은 나의 작업 상황을 공유함으
로써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잠재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머
리 싸매고 고민할 때보다 문제해결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또 공유 활동을 통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
고 홍수처럼 넘쳐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소유, 독점하고 있더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기술, 정보, 문제 등을 타인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나에게 존경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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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의 태동 해커 문화와 해커 윤리
해커 문화

컴퓨터를 통한 공유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근원에는 해커 문화가 있습니
다. 해커문화는 1950년대 후반 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출발했습
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MIT 철도모형기술 동호회현재에서 시작되었습니
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해커라는 용어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
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초기의 해커는 MIT에서 사용되
던 말로 괴짜짓을 의미했습니다.
50년대 후반 MIT의 철도모형기술 동호회 사람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철도
모형을 제어하기 위해 당시에 MIT에서도 접근하기 힘들던 메인 프레임 컴
퓨터(30톤, 2.7m 높이의 초기형 IBM 704)를 사용했습니다. 메인프레임 컴
퓨터는 MIT에서도 귀한 장비였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컴퓨터 관리 담당자
의 허락을 받아야했는데, 때로는 원칙을 이유로 담당자가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괴짜들이 그러듯, 해커들은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관리 담당자 모르
게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고,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천공카드를 컴퓨터 옆 캐비닛 서랍에 보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무슨 코드를 짜고 있는지 공유하게 했습
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코드라도 좀 더 간단하게 줄일 방법을 찾으면 자
신의 이름을 걸고 개선된 코드를 만들어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의의
경쟁 속에 복잡한 코드는 더 단순 명료해졌고, 코드를 만드는 수준 또한 높
아졌습니다. 최초의 컴퓨터 소스를 공유한 것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는 많은 컴퓨터 소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스 공유가 체계화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기술이 곧 돈이었던 만큼, 운영체제 제작사(UNIX)들
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해커인 리처드 스톨만이 GNU(GNU not UNIX)라는 운
영체제를 만들고, OS 자체를 포함하여 OS를 이루고 있는 모든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공유하고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했습니다 GNU의 소스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그 자신
의 코드도 공개해야 하며 상업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규정
(GPL)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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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윤리

MIT의 해커들은 초기부터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해커윤리’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현재의 메이커의 문화와 많
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1. 컴 퓨터에 대한 접 근 은 완 전한 자 유 를 보장 받 아 야 한 다.

누구나가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메이커 문화에서 기
술 민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무엇인
가를 학습하고, 창작해 내거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
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모든 정보는 개방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1항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2항은 정보를 공유하
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며 상호 발전을 빠르게 이루게 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문화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장해야한다
는 정신은 메이커 문화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며,
메이커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하
는 부분입니다.
3. 권력에 대한 불 신- 분권화 를 촉진하라.

해커들은 ‘정보의 독점은 권력을 발생시키고, 권력의 발생은 문화의 순수성
과 발전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항은 권력이라는 그 자체
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어떤 한 곳에 집중되고 독점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커 문화와 메이커 문화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2012년 메이커 페어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로부터 ‘교육을 위한
DARPA 어워드’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샌프란시
스코의 유명 해커 스페이스인 노이즈 브릿지(Noise Bridge)의 창립자인 미
치 알트먼(Mitch Altman)이 당 해년도 메이커 페어를 지원하지 않고 참가
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커들은 메이커의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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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사가 정부와 특히 전쟁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는 기관인
DARPA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사실에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메이커 미디어는 이 기금으로 현재 메이커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makered.org의 전신인 youngmakers.org를 만들었으며, 이 페이지는 현재
에도 전세계 메이커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커 문화
에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4 . 실력과 열정이 해커를 평가하 는 기준이다.

4항은 해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학력이나 나이, 성별, 인종 등이
아니라 단지 열정과 실력임을 말합니다. 메이커 문화에서 4항을 보여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데일 도허티와 중국의 유명 여성 메이커인 나오미
우(naomi wu (활동명 Sexy Cyborg))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 데일 도허티는 나오미 우가 성적인 것을 강조하도록 짜여진 가짜 메
이커라는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데일 도허티의 글
을 본 많은 메이커들은 나오미 우의 개인적 취향을 과다한 노출, 성역할 등
왜곡된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메이커 혁명, 교육을 통합하다’의 저자로 유명한 실비아 마르테니즈를 비롯
하여 여러 유명 메이커들은 이 사태에 대해 ‘만약 메이커가 이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나는 오늘부터 메이커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탈 메이커 선언을 하겠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데일 도허티는 매우 빠르게 진정한 사과를 하였고, 중국의 여성 메
이커에 대한 지원과 나오미 우에 대한 사과를 약속했습니다. 나오미 우는
2018년 1월 메이커 매거진의 표지모델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유명
여성 메이커인 베키 스턴(Becky stern), 에스테판 애니(Estefan annie)와 같이
유튜브에서 방송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오미 우와 베키스턴, 에스테판 에니
의 공동 방송
1

2

2

메이크 매거진 표지의 나오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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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유문화의 이해

여성 메이커 소개
실비아 토드
실비아 토드는 다섯 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실험
하면서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0년 부
터 유튜브에 공개해 왔습니다. 이 영상의 시리즈의 제
목은 '슈퍼 어썸 실비아 쇼(Super-Awesome Sylvia
show)'로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동
영상은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실험 중심의 동영상과 매우 유사하며 어린이가 직접 수
3

행하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런 활동은 많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영메이커
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
3
메이커 매거진 표지의 리모 프라이드

리 모 프 라 이 드 Limor Fried
리모 프라이드는 레이디 에이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레이디 에이다는 에이다

4

러브레이스라는 17세기 활동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의 이름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에이다 플룻 인더스트리의 로고

담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키트나 모듈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메이커 비즈니스
회사인 에이다 플룻 인더스트리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리모 프라이드는 MIT에서 전
자공학을 전공하였으며, 학교를 다닐때부터 제작한 전자회로를 레이디 에이다라는 사이
트에 공유해 왔습니다. 이후 에이타 플룻이라는 대표적인 메이커 비즈니스 회사를 설립

5

하였으며, 현재 오픈소스 하드웨어 정의 초안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wired지 표지를 장
식한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 입니다.

베 키 스 턴 Becky Stern
6

베키 스턴은 미국 출신의 메이커로 디자인 및 공예 전공하였으며, 2007년 부터 2012

5

년까지 Make 매거진의 필자로,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adafruit의 제품 콘텐츠 제

베키 스턴

작자로, 2016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 오토데스크사의 인스트럭터블 강사로 활동하고

6
베키스턴의 대표작 중 하나

있습니다. 베키 스턴은 주로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제작하며 대표적인 작
품에는 밟을 때마다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신발 등이 있습니다.

시 몬 이 예 츠 simone giertz
시몬 이예츠는 스웨덴 출신의 메이커로 2013년 부터 주로 어설프나 웃음을 유발하는
7
7
시몬 이예츠의 대표작 중 하나

기계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업으로는 칫솔질을 해주는 헬멧, 알람대신 가
짜손이 얼굴을 때리는 알람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뇌종양이 걸린것을
알게 되었으나, 성공적인 수술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며 힘든 상황에도 유머와 웃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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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는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커 다은 쌤
메이커 다은쌤으로 활동하는 전다은은 기계공학과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메이커 활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직업은 유튜버, 강사, 작가이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심
플 애니멀 시리즈가 있으며, 팅커캐드 강의 영상과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방문한 전세계 메이커 페어에 대한 기록등을 공유하고 있고, 3D 프린터와 모델링을 주
제로한 2권의 저술서가 있습니다.

5. 컴퓨터를 통해 예술과 아 름다 움 을 창조할 수 있다!

5항은 컴퓨터로 만드는 코드의 명료함과 단순함에서 오는 근본적인 아름
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메이커 문화에서는 이런 명료함과 단순함 보
다 어설프거나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
하였고,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꿔보자고 노력(결과와 상관없이)했는가
를 더 큰 가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 컴퓨터는 모든 생활 을 보다 나 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커들은 기술을 매우 중요시하고 기술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메이커 문화에서는 유사한 정신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메이커로 보는 정신, 특히 데일 도허티가 이
야기한 ‘모두가 메이커입니다’라는 정신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사용하면 메이커이고 아니면 메이커가 아니라거나 하는
이분법적 잣대가 아닌, 누구나 자발적으로 만들고 공유하면 메이커라는 생
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문제에 답도 없을 수 있다는 열린 사고가 메이커정
신이 기본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해커가 컴퓨터(도구)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메이
커 문화에서는 개방적인 태도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메이커들(사람)이 세
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메이커교
육에서는 기술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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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커 페어 서울에서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를 전시중인 전다은.

2차시
공유문화의 이해

공유의 발전

오픈소스의는 개념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통해 프로그램을 복제
(copying)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된 소스 코드를 개작(modification)할
수 있고 배포(distribution)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90년대 후반이 되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던 넷스케이프는 에릭 레이먼드(오픈 소스 이
니셔티브-OSI의 창립자)의 컨설팅을 받아 넷스케이프에서도 당시 최고의
웹 브라우저였던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전부 오픈소스로 공
개합니다.
하지만 파급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도 늦은 대응과 경쟁사의 불법적 마케팅
(윈도우즈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장착)을 거스를 수 없었던 넷스케이프
는 결과적으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이때 남은 오픈소스들은 현재 오페라
나 파이어 폭스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릭 레이먼드는 이를 통해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사회와 기술의 발전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큰 자극을 받아 오픈 소스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후에 오픈소스진영에 리눅스(LINUX)로 유명한 리누즈 토발즈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보다는 오픈소스 재단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리누즈 토발즈가 프로그래머들의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git을 개발해 공개함으로써 현재의 오픈소스문화의
활성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두 재단은 근본적인 방향성의 차이가 있
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은 공개된 소스를 사용한 사용자의 소스도 공유를 하
도록 강제로 규정 하였습니다. 반면 오픈소스 진영은 공유 단계를 다양화
및 세분화 하여, 공유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도
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공유활동에서 자신의 기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포
기하지 않더라도 생태계가 유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큰 지지와 원동
력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서도 오픈소스진영의 장점을 반영했습니다. 이
런 개방성과 포용성은 메이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소
프트웨어에 비해 뭔가를 제작하는 순간 비용이 발생하는 하드웨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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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관점에서 오픈소스 하드
웨어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메이커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문가들 외에 일반인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접근이 많아
지면서, 오픈소스를 단순히 프리웨어, 공짜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픈소스 사용에 있어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
거나,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 소스의 사용상에 주의점과 관련된 내용은 11
차시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룹니다.
공유 문화의 의미
공유를 통한 가치의 발견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공유문화가 가치는 원천적인 동력은 개인으로부터 나
옵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공유 활동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문화에서는 개인이 공유를 통해
얻는 금전적인 댓가보다는 스스로 얻는 자부심, 자존감, 의무감 등이 자신
에게 내적동기를 유발시켜 또 다른 공유를 하게 만듭니다.
공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공감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공유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활동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인
지하고 자신의 활동에 강력한 신념과 자존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신념과
자존감은 지속적으로 공유활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외적인 가치는 이렇게 공유를 위해 축적시킨 자료들이 타인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
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실력을 여러 사람에
게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오픈소스 문화에서 프로그래머들의 포트폴리오는 그들의 경력과 비
즈니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는 공개 활동과 공유
활동은 다릅니다. 공개 활동은 공유활동은 홍보에만 그치고 진정한 공유문
화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시행착오의 경험까지 담
긴 공유 활동은 나와 타인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은 물론,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즐거움과 자존감도 높이게 됩니다.
이처럼 만들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타인이 나와 동일한 작품

30

2차시
공유문화의 이해

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을 '오픈 포트폴리
오'라고 하며, 이 부분은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집단지성을 통한 혁신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협력을 도모하기도 합
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같은 사용자 참여형 백과 사전의 경우, 집단지
성을 기반으로 작성, 검증, 수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불특정한 다수가 모두의 지식을 모으고, 기존의 방법처럼 연구자가 정확
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
고 정리하여 사전을 업데이트 하는 것 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사실을 수집하고 업데이트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듬고 수정하면서 정확한 내용들
이 확산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활동은 오픈소스 문
화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러
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
하여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결국 그렇게 완성된 프로젝트는 또 다른 사
람을 돕거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며 세상의 변화
를 빠르게 일으키게 됩니다.
공개된 자료의 검증과 비판적 확인 필요

공유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현재도 몇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가치
를 만들어 내는 활동에서 최대의 적은 ‘부족한 참여도’가 아니라 도리어 적
극적인 참여를 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의 공유를 통한
커뮤니티 내 혼란 도모, 사적인 이익을 도모, 비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공유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예로 들은 위키피디아만 하더라도 전문적이지 않은 개인들의 주관
적 서술로 인해 잘못된 사실들이 배포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어뷰징
(abusing)이라고 하여 의도적인 삭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내용의 왜곡
등을 자행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2016년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온라인의 집단지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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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인공지능인 테이(tay)의 학습을 시도하는 실험을 했다가 인공지능이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여 몇일만에 그
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선한 의도를 갖고 인공지능을 학습 시켰지만, 몇몇
의 소수가 악의적이거나 자기 유희의 목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나쁜 내용을
학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비
판적 확인을 통해 신뢰가 높은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민 소양 함 양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문화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이
커뮤니티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주축이 됩니다. 즉 전세계 지역별로 사회 구
성원들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가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시민의 기본의식에
도 차이가 있으며, 보편적인 인식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의 의식수준은 온라인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심지어 온라인의 경우
는 자신의 정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주의하지 않는다면 비윤리적
이 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의식은 디지털문화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매우 쉽
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는, 새벽에 SNS 전화를 통한 연락을 시도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답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욕설, 심지어 협박을 하는 사람, 무료로 운영되는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당연
한 듯이 많은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로 인해 많은 공유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공유활동을 포기하곤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반대로 홍보채널
등을 갖지 못한 개인의 경우는 타인의 정보를 자신의 정보인양 남을 속이
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제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최초로
정보를 만든 사람은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
들은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
지를 꺾고 공유문화 확산과 발전을 막는 행동임으로, 이런 사례를 알게 되
면 나쁜 사례를 전파하고 확산시켜, 공개적 비판을 통해 자정이 되도록 만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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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 유 문화
위 키 피 디 아 wikipedia

위키피디아의 혁신은 일반 대중을 지식생산에 대규모로 참여시킴으로서 일
어났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표적인 지식생산인 백과사전 편찬은 전문가들
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최신
개념들을 실시간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에 경우에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여서, 사실
적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참고문헌 표시도 합니다. 또
한 글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다른 참여자가 편
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공유활동에 힘 입어서 위키피디
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이 되었습
니다.
3D 로 보틱스

이 회사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자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기반
으로 취미용 드론 인 아이리스(IRIS)와 드론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인
픽스호크(Pixhawk)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마
케팅에 있어서도 공유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이 회사는 드론에 관한 풍부
한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드론 판매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며,
세계 3대 드론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원격 조 정 무인 잠 수함 프 로젝 트
OpenROV, https://www.openrov.com/

이 프로젝트는 기술과는 거리가 먼 데이비드 랭(David Lang)이 어느날 갑자
기 직장에서 실직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테크샵(Tech shop)에 가서 기술
을 배우고 도구를 활용하여, 친구와 함께 바다 속을 탐험하는 원격 조정 무
인 잠수함 프로젝트(OpenROV)를 도모합니다. 사실 원격 조정 무인 잠수함
은 예전에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전과 다르게 제작 과정을 웹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했습
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메이커, 해양 전문가들이 동참하게 되었
고, 그들에 아이디어들도 활용되게 됩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킥스타터
(Kickstarter)에 공유되면서 많은 자금을 모집하고 회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Make: 매거진를 통해서 연재되었으며, 평범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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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메이커가 되는지 다룬 도서 제로 투 메이커(zero to maker)로 출판되
게 됩니다.
세 이 프 캐 스 트 safe cast, http://safecast.org/

세이프캐스트는 방사능 누출 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 커뮤니티로서,
2011년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도시
의 평균적인 데이터만 공개하였고,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방사능 정보
현황 수집과 공유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뜻 있는 시
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단체를 만들었고,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방사능측정기 ‘가이거 카운터(Geiger counter)’를 개발하기도 합
니다.
이 기기는 많은 사람들에 사용을 위해서 저작권 및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
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방사능 수치
를 웹상에 공유하였고, 그 결과 일본 거의 전 지역에 대한 방사능 누출 정
보가 세이프캐스트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많은 시민
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방사능 누출 정보를 올림으로서, 웹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 페 어 카 페 repair café, https://repaircafe.org/en/

이곳은 2009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이 고장 난 물건을 가져
와서 고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치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다양한 기술적 배경을 가진 이웃,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때문
에 그들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은 지
역사회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로
운 이웃을 알게 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간은
전 세계로 퍼져서, 약167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 이 퍼 루 프 Hyper Loop

하이퍼루프는 기존에 전기를 활용하여 달리는 열차와 다르게 진공튜브 안
에 자기장을 이용하여서, 열차를 바닥에서 띄워서 빠르게 이동 시키는 자기
부상 기술입니다. 이 방식으로 최고 속도는 1,280km에 달하며, 서울과 부
산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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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시자는 엘론 머스크(Elon Musk)로서, 그는
이 새로운 개념을 혼자서만 알고 있지 않고 2013년 웹상으로 전 세계에 공
유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다양한 기업이 이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 원(Hyperloop One) 기업이 프랑스에서
는 HTT(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ies) 기업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 블 E-NABLE, http://enablingthefuture.org/

이 비영리단체는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3D프린터를 활용해서 몸
이 불편한 사람들은 위한 의수를 제작해 줍니다. 이 단체는 제작한 의수 디
자인을 웹사이트에 오픈소스로 공유합니다. 그들에 이러한 공유 활동은 많
은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이
단체는 3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약1500개가 넘는 의수가 사람들에게
무료나 혹은 재료비에 해당하는 약35달러 정도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달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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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메이커 운동에 ‘공유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
엇일까요? 반대로 공유 문화가 없는 만들기를
‘메이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우리나라에는 ‘공유 문화’가 아직 자리잡지 못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공유 문화’가 확산 및 보편화 된다면 특허가 무
의미 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알아보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소개한 여성 메이커들의

4 글로벌 공유 문화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고 어떤 활동

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다른 여성 메이커들은 어떤 사람

5 ‘공유’가 ‘이익 창출’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
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외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메이커들의
콘텐츠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
을까요? 국내의 사례는 어떨까요?
만약 콘텐츠의 차이가 있다면 왜 그
럴까요?
해외의 더 다양한 공유문화 사례와
국내 공유문화 사례를 찾아봅시다.
한국의 공유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
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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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는 다양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상에서 혹은 거실에
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적 공방을 찾아 만드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들기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
간, 도구,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만들기 작업을 위해 자
신에게 최적화 된 공간과 도구를 모두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만들기 작업 공간과 도구,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기반
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운영자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또한 문화, 산업, 교육 분야의 특성을 가진 메이커 스페이
스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비단 만들기에 쉽게 접근하고
시작하게 만드는 공간일뿐만 아니라,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이
자 커뮤니티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공유하는 공간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
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로 불리는 해커스페이스, 팹랩, 테크샵의 특징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 목적의 공간이었던 테크샵의 파산 사례를 살펴봄
으로써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산업, 교육 영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를 살펴보고
커뮤니티 중심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를 보며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서 메이
커 스페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공유하는 공간 메이커스페이스의 등장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유형 제작 공간으로는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 팹
랩(FabLab),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와 현재는 미국에서 폐업을 한 테크샵
(Tech Shop)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르게 시작한 각 공간들
의 역사와 특성을 알아봄으로서, 각 공간들이 추구하는 가치들도 함께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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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겠습니다.
해 커 스 페 이 스 HackerSpace

해커 스페이스는 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개방,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추구하고 과학기술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는 해커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전자, 미디어 아티스트 기반의 회
원들을 위한 공동 작업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했습니다. 해커 스페이스 운영자
들은 공간의 임대비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구 사용 워크샵 등을 개최
하고 공간을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요리, 수공예, 재봉 등을 다루는 오픈 커뮤니티 랩(open
community lab)으로 확장되어갔습니다. 이처럼 해커스페이스는 각 지역에서 사
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생긴 지역 커뮤니티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각
각의 해커스페이스는 그들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프로그램과 성격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팹 랩 FabLab

팹랩은 1998년 미국 MIT 미디어랩에 물리학자 닐 거센필드 교수의 수업인 “무
엇이든지 (거의) 제작하는 법(How to make (almost) anything)”을 계기로 시작되
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거센필드 교수는 기술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
식했고, 이를 대중들에게 보급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거센필드 교수는 민간인들에게도 공유형 만들기 공간을 제공해 주
기 위해서, 2002년 첫 팹랩을 열었습니다. 2009년에는 팹 파운데이션(Fab
Foundation)을 설립해 현재 팹랩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1200여개가 운영되
고 있습니다. 팹랩은 기본적으로 기술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이러한 공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장비, 공간 운영방법을 체계화
하여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팹랩은 시민들의 취미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 크 샵 Tech Shop

테크샵은 2006년 미국에 설립된 대표적인 민간 프랜차이즈형 제작 공간입니
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달에 200달러(2016년 기준)에 비용으로 각종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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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던 테크샵 모습.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장비 및 공구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산업적으로 실용화 될 수 있는 만들기를 지향한 테크샵은 기본 프로그램 외
에도 추가요금을 내면 맞춤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테크샵은
2015년 기준 미국에서만 지점 10곳, 회원수가 5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테크샵은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파산하게 됩니
다. 대표적인 비즈니스형 공간 모델이였던 테크샵이 파산한 이유는 다음 장에
서 짚어 보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개념은 2011년에 데일 도허티와 메이크 미디어의 에
디터들이 주축이되어 만들어진 makered.org에 의해서 보편적인 개방형 만
들기 공간을 부르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들기 공간과 장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해커스페이스와
팹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공간은 몇 가지 측면에서 메이
커스페이스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이커 스페이스는 영메이커 활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커스페이스는 그
렇지 않습니다. 둘째, 메이커 스페이스는 팹랩에 비해 갖춰야할 장비와 도구 사
용이 자유롭습니다. 팹랩의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제시할 당시에
는 팹랩 재단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장비
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메이커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갖추어야할
장비와 도구에 대해 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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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들의 공유 공간으로 대표되는 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팹랩, 테
크샵의 시작과 다른 가치를 알아 보았습니다. 별개의 공간이지만 요즘 대부분
은 ‘메이커 스페이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이드 북에서도 여러사
람의 함께 작업하는 공간의 의미로 “메이커 스페이스"라 부르겠습니다.

테크숍의 파산과 성찰
테크샵의 시작과 파 산

테크샵은 2006년 TV쇼 미스버스터즈(Mythbusters)의 고문으로 일한 짐 뉴턴
(Jim Newton)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짐 뉴턴은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서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서, 학생을 포함한 개인 제작자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개방
형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부금을 모아 캘리포니아주 먼로파크(Menlo Park)에 첫 테크샵
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테크샵은 승승장구 하며 성공적인 공동 만들기 공간
의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테크샵을 방문하였고, 헬스클럽 갈 비용으로 기계를 공유하는 혁신적인 곳이
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2017년 미국 내 10개 지점, 해외 4개 지점을 보유하며, 미국 내에만 9,000명이
넘는 정회원이 가입되어있을 정도로 번창하던 테크샵은 2017년 11월 15일에
갑작스럽게 영업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6일 파산을 신
청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11월 테크샵이 문을 닫는다는
인터넷 기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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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샵이 파산한 것은 다각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메이커스페이스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정비 대비 수입이 적은 구조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테크샵은 주로 회원들의 월 사용료로 운영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공간 운영에 들어가는 임대료, 인건비, 공구 및 장비 설치비, 공공요금, 보험 등
의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크샵은 종종 강사 및 협력업체에 지불해야하
는 비용이 연체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테크샵
은 수익과 지출 구조 설계를 실패 한 것입니다.
테크샵의 파 산 사례를 통한 성찰

테크샵 파산 사례를 지켜보면서 지속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간
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본 장비와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 공간이 지속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회원
들이 그 공동체의 소속감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회비를 내 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
라 공간 운영에 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미
국의 100개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공간들
중 29%가 운영에 있어서 자원 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8, 데일 도허티, 아리아 콘레드)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의 민주적이고 합
리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양하지만 데일 도허티, 아
리아 콘레드(2018)는 이에 대해서 3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운영조직이 있는가? 리더가 계속 바뀌지는 않는가?”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용, 구매, 관리 등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메이커스페이스의 회원들이 그 공간에 애정을 가지며 운영에 얼마나 참여하
고 있는가?
메이커스페이스가 공유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를 책임성 있게 이끌어 나갈
리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영의 발언권은 회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공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샵의 파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들기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들,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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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는 공간은 무용 지물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운영되는 메이커 스페
이스를 크게 문화적, 산업적, 교육적 영역에서 살펴 보면서 지속가능한 공간으
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영역

문화 영역에는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운용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갖는 공통적인 장점은 첫째 기존의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마련이나 임대료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유동 인구 측
면에서도 시민들이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음으로서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기존에 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던 교육, 과학, 예술, 문화 등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용
할 수도 있습니다.
뉴 욕 홀 오 브 사 이 언 스 New York Hall of Science

뉴욕 퀸즈의 플러싱-메도우 코로나 공원안에 위치한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는
Design, Make, Play라는 컨셉으로 “Makers”를 중요한 교육 사업으로 추진 중이
며, 박물관 내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도구 사용법보다는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들고자하는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재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목공, 전기, 3D 프린트 등의
실제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물건을 만들고 실험하는 일을 권장하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 참여가 가
능하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STEM(이공계)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배울 수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 외관, 내관 모습.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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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체험활동, 전문가 패널토론 및 네트워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의 구석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제안 상자(MakerSpace
Suggestion Box)’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1

적혀있습니다.
1. What did you make? (무엇을 만들었나요?)
2. What did you like/dislike? (무엇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3. What would you like to do at the MakerSpace?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사소한 제안 상자 같지만, 이를 통해서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가 메이커스페이

2

스를 만들기에 한 과정처럼 팅커링(Tinkering)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 메이커 스페
이스.
2

익 스 플 로 라 토 리 움 Exploratorium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으로 알려진 ‘익스플로라토리움’은 과학, 예술, 철학에 대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의 메이커 스

해 탐구하는 공공 학습 실험 공간으로서 체험 과학 박물관입니다. 수백 개의

페이스 제안 상자 (MakerSpace

오프라인 전시, 웹사이트의 교육 과정 관련 콘텐츠, 성인을 위한 예술, 과학 생

Suggestion Box).

사 등을 제공하며 고등학생 봉사자가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체험을 도와줍
니다.
지역사회 및 세계의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방과 후 팅커링 프로그램,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관내 중등교육교사 협회의 운영으로 교육자들을
위한 과학교수법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라토리움 내부에는 팅커링 스튜디오(The tinkering studio)가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 방문객은 자유롭게 이곳에 들러서 오픈소스 모델에 따라 자신
의 아이디어를 만들기로 실현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는 판지
로 오토마타 만들기, 회로설계, 공기 움직임 파악하기, 빛을 가지고 놀기, 장난
감 분해 등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익스플로라토리움 외관 모습.
4
익스플로라토리움 내관 모습.
4
익스플로라토리움 내의 팅커링 스튜디오.
사진제공: 메이커다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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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라토리움에서 팅커링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지식
과 인공물을 직접 구성해보는 연습을 해봄으로써 그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도
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아트 팹랩

서울 아트 팹랩은 미술관 안에 생겨난 국내 최초에 아트 팹랩입니다. 서울 아
트 팹랩에서는 미술관 교육, 대중에 문화생활,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에 어떻게
기술을 적용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트 팹랩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학교연계를 통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인
들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 영역

산업 영역에서 운용되는 메이커스페이스는 기본적인 제작도구 사용법을 알려
주는 것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시제품 제작을 의뢰 받기도 하
고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창업에 필요
한 경영, 마케팅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조업에
첫발을 디디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메이
커 스페이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 체 스 터 팹 랩 Manchester Fab Lab

대표적인 사업형 팹랩으로서 맨체스터 지역의 비영리 기관인 ‘The Manufacturing
Institute’와 ‘Manchester Innovation Invest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설립 및 운영되
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팹랩은 빠른 시간 안에 시제품(prototype)제작을 할 수 있
도록 기술 지원을 도와줄 상시적인 엔지니어 2명, 행정지원 1명을 고용하고 있고
다른 인력은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토요일
은 일반 대중에게 공간을 개방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날에는 지역의 사업가와
발명가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장간

서울시 용산구 원효전자상가에 위치한 디지털 대장간은 2016년 5월에 첫 문
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대장간은 서울시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
책을 구체화 한 곳으로 N15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 총 21종 41대에 장비가 보유되어 있으며, 교육과 예약후 장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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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2017년에만40건의 시제품이 시장
에서 제품화 되었으며 14,961명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을 정
도로 제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팹 카 페 Fab Cafe

2010년 일본 도쿄에서 카페와 메이커스페이스가 결합한 팹 카페가 문을 열었
습니다.
팹 카페는 앞선 맨체스터 팹랩과 디지털 대장간처럼 창업을 위한 제작활동히
특성화된 공간은 아닙니다. 대신 팹 카페는 카페라는 일상적인 분위기를 살
려서 대중들이 부담없이 공간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메이커 문화를 가볍게 구경하고 차만 마시다가 갈수도 있고,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일정 비용을 내고 체험형 키트를 제작해 볼수도 있습
니다. 이처럼 팹 카페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장비 교육과 공간 대여, 창업 컨
설팅을 이외에 대중을 위한 공간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1
도쿄의 팹카페 모습.
2
팹카페에서 진행중인 워스숍과 메뉴.
사진제공: 메이커다은쌤

1

2

교육 영역

교육 영역에서 메이커스페이스는 국가에 지원으로 더욱 많아지고 있지만, 정
작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철학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메이커교육
에 정형화된 방법은 없지만, 메이커교육은 메이커가 추구해야 할 태도를 연습
해 보는 과정 중심에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만들어 보기
를 전적으로 유도합니다. 이 교육에서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로서의 선생님 역
할은 학습자의 프로젝트가 실행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대체됩니다.
메 리 마 운 트 고 등 학 교 Marymount school of New York

메리마운트 고등학교는 1926년 설립된 맨해튼에 위치한 카톨릭 예비 여자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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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니다. 메리마운트는 메이커교육 및 STEAM 교육에 집중하며 오전에는
정규교과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STEAM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 내부에 바이
오팹랩, Fablab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방문하여 자신의 프로젝트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스 틴 팅 커 링 스 쿨 Austin Tinkering School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팅거링 스쿨은 평범한 주부 캐미가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작은 놀이방을 운영하며 아이 셋을 키우던 캐미는 팅커링 스쿨의 창립
자 게이버 털리의 강연에서 어른들의 과보호가 아이들의 경험을 차단하고 있
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새로운 교육방법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스스로 직
접 팅커링 스쿨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민에 빠져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자’고 주장하는 캐미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팅커링 스툴에서 학습자들이 도
구를 이용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서울대학교 39동 건물에 있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은 2016년 3월에 시작 되
었습니다. 24시간 학생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배출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인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공대 전담교수와 인력도 배치되어 있어서 제품개발과 다 학제 교육, 워크샵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 능한 공간의 의미 ‘커뮤니티 역할 ’

앞서 문화영역, 산업영역, 교육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들은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공간이
라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또, 특정인 혹은 단체에 의해 시작된 탑다운(Topdown)형식으로 출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커뮤니티로 발전한 즉,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운영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간만 준
비되어 있다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과 공간에서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커뮤니
티 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커뮤니티는 매우 중요
합니다. 국내외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사례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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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써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고민해 봅니다.
커뮤니티로 운영되는 해외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노 이 즈 브 릿 지 Noisebridge

유럽에서 해커스페이스들을 보고 영감을 얻은 제이콥 애플바움(Jacob
Appelbaum), 미치 알트만(Mitch Altman)에 의해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 설립된 해커스페이스입니다. 노이스브릿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공간은
공유, 창조, 협업, 연구, 발전, 멘토링, 학습을 위한 공간이며, 이 공간은 또한 물
리적 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 뿌리를 두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공간에서
는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3D프린팅, 전자공학 같은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목
재 및 금속공예, 사진, 바느질과 같은 주제로도 모임이나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사 우 스 런 던 메 이 커 스 페 이 스 South London Makerspace

런던의 남쪽에 위치한 메이커 스페이스로 2015년 부터 커뮤니티로 자발적으
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 이용에 따라 한달 멤버십이 20파운드(약 3
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220여명의 커뮤니티 멤버가 있으며 모든 멤버가 돌아
가며 스페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논의 사항은 사이트에 공지하여 모든 멤버들
이 알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런던 메이커 스페이스 모습.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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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티 산 즈 애 슐 럼 Artisan’s asylum

아티산즈 애슐럼은 미국 메사추세스(Massachusetts) 서머빌(Somerville)에 위치
한 비영리 커뮤니티 작업공간으로서, 제작을 위한 만들기와 배우기를 지원하
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은 위해서 지역장인, 메이커들이 자전
거 만들기, 비즈니스와 마케팅, CAD, CNC, 섬유예술(Fiber Art), 쥬얼리, 금속세
공(Metal Working), 스크린 인쇄(Screen Printing), 목공 등을 수업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비영리 기관인 만큼 여러 기관과 개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10명의
직원과 12명의 자원봉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티산즈 애슐럼 모습.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커뮤니티로 운영되는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릴 리 쿰 Reliquum

릴리쿰은 2014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놀이’와 ‘스스로 만들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두 문장으로 스스로를 소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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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릴리쿰은 ‘만들기’를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취하여 환경과 일상을 복
원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둘째, 바느질부터 3D프린팅까지, 모든 분
야의 제작활동을 아우르는 아담한 공방이자 실험의 장입니다.(릴리쿰, 2016)
릴리쿰의 만들기 활동은 크게 간단한 전자 원리를 활용해 보는 기술분과(전
자요리 연구소), 만들기를 통해서 다함께 놀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놀이분
과(땡땡이 공작), 비주얼 아트, 뉴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을 하는 예술분과(밤낮
화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month

8month는 을지로에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해커스페이스 '해커 스페이스 서울
(Hacker Space Seoul)' 멤버였던 류승완씨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2013년 해커스
페이스 서울은 임대료에 밀려 합정동 노닥노닥으로 이전하고, 2014년 공간 계
약기간이 끝나 서교전파사로 이전, 그리고 2015년 임대 기간이 끝나 사진가였
던 류승완의 작업실과 합쳐져 생긴 곳입니다. 로컬에서 자생해 생긴 곳이며 메
이커 커뮤니티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곳입니다. 별다른 멤버십이나 교육은
존재하지 않으며 8month 공식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한 뒤 전화로 공간 예약
문의를 하고 사용(무료)할 수 있습니다. 8month에서는 운영자나 회원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로 다양한 워크샵이나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집
에서 하기 힘든 작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릴리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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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유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2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나만의 ‘메이커 스페이스’로 활용할 만 한 공간

더 알아보기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크올

은 어떤 곳이 있나요?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4 글로벌 공유 문화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

자신의 지역 주변에 메이커 스페이

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방문해 보면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디

어떨까요?

https://www.makeall.com/
reservation/?tsort=4&msort=

에 있을까?

자기 주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검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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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R T 1. 마 무리글

이번 파트에서는 메이커 운동의 핵심 요소가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았습
니다. 구체적으로 메이커, 메이커운동, 메이커 정신, 공유, 메이커스페이스란 무엇이며,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
해서 메이커 운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우리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커란 삶의 태도이며,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입니
다. 이처럼 메이커 운동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진 사회현상이 아니라 언제든 나의 일상이 될 수
도 있는 활동입니다.
PART1에서는 메이커 운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 었지만 PART2에서는 메이커교육
에 대해서 정의, 철학, 사례, 능동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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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교육

파트1에서 메이커, 메이커 정신,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 문화를 알아보며 왜 지금 현재 메
이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메이커문화의 확산은 교육 분
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메이커 문화를 경험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손을 사
용해 만들기의 묘미를 맛보고, 즐겁게 만드는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을 체득해가는 교육
방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은 기존 교육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을 만들기만
하면 메이커교육일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메이커 문화의 확장 속에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로 접근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선 4차 시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교육 이론과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메이커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차 시, 6차 시
에서는 메이커교육의 핵심 두 주체인 ‘능동적 학습자'와 ‘긍정적 조력자'를 소개합니다.
메이커교육에서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어린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
다.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면, 무엇을 배워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
다면, 남녀노소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이드 북에서는 아이, 어린이, 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습자'라고 부르겠
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메이커교육을 배우고 싶은 학습자 인 것처럼 말입니
다. 더하여 메이커교육에서는 누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수동적 학습보다는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5차 시에서 자세히 알아
봅니다.
기존의 교육에서 사용하는 선생님, 교육자 혹은 교수자의 경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
습자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메이커교육에서의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
는 사람보다는 학습자에게 동기부여고 학습자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이드 북에서는 선생님 대신 ‘조력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메이커교육
에서 ‘긍정적 조력자'는 능동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필요에 따라 적
절한 질문과 응원을 해주며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정적 조력자'
역시도 꼭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친구, 언니, 오빠가 될 수 있으며 어떤 행동과
말이 ‘긍정적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는 6차 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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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 소개
메이커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메이커교육이 의미하는 바
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메이커교육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들을 짚어보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메이커교육이 나아가
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메이커교육 은 어떤 교육 을 말 하 는가

메이커교육에 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이란 이미 메이커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일까요? 혹은 메이커가 되고 싶
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일까요?
메이커교육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메이커인 사람도 메이커가 되
고 싶은 사람도 연령, 성별,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누
구나 메이커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교육은 그들의 삶에 의
미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메이커교육이 의미 있는 걸까요.
다양한 학습자.

바로 메이커교육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유하는 메이커 정신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이커가 무엇
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만들기
에 필요한 도구로서 관련 기술, 장비 사용법을
아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커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메이커교
육은 만드는 것을 즐기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발전의 과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메이커로서 갖추길 바라는 정신 혹은 태도
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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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

1

다양한 학습자.

교육 철학 안에서 바라본 메이커교육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사항과 마주합니다. 가령, 아침에 밥을 먼저 먹
을지, 샤워를 먼저 할지 혹은 코트를 입을지, 점퍼를 입을지 등과 같이 내
생활에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회들을 접하고 내가 고려한 대안
중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선택의 상황들을 갈등상황, 혹은
문제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문제해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선택 상황에서 나에게 더 도움이 되면서 타인에게 도덕적
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지향점입니다.
메이커교육은 이와 같은 진보주의 교육철학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
다. 즉, 메이커교육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주도하여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함양하
기 위한 교육입니다.
메이커교육이 생각하 는 학 습자의 힘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최고의 요리사는 엄마일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그 비법을 알고 싶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정말 심플하지만 어려운 대답이 돌아오
죠 ‘그거 뭐 그냥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만드는 거야’
엄마도 아마추어였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엄마가 황홀하다고 느껴
질 만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게 된 건 아마 반복해서 찌개를 끓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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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좀 더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궁리했기 때문일 것입니
다. 논문을 쓰는 연구자처럼 학문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머릿
속에, 엄마의 손끝에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노
하우들이 축적된 결과 일테지요.
교육학에서는 이를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학습자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형성하고 더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을 뜻하는 것이지요. 구
성주의에서는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
로 조직하고 구성해나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
재한 자발성을 존중합니다.
메이커교육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학습자가 지식을 꿰어 구성하는 힘을 인정하고, 학습자
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지식 체계를 더 발전시키도록 스스로 조작해보는 과
정으로 메이커교육을 진행합니다.

1
직접 실험해보는 학습자.
2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학습자.

1

2

메이커교육을 구성하 는 구체적 활동

메이커교육에 특정 단계나 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 교육
상황 등에 따라 메이커교육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실천에
서는 학습자들이 만들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공유하는 메이커정신을 체험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들은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것 혹은 만들고 싶었던 주제
를 생각한 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에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그려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
화하고 상세화하게 됩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면서 작품의 보
완할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나갑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
료, 도구를 탐색하고 만들기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도출
할 때부터 메이커교육에 참여한 동료 학습자, 멘토들과 자기 생각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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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품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만들기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회를 가집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이 진행 중인 메이커교육 과정을 세분화시켜보면 크게 팅커
링(Tinker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오픈 포트폴리오 과정으로 구현되고 있
습니다. 먼저 팅커링(Tinkering)이란, 특정 목표와 결과보다는 즐기는 성향과
호기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과정을 의
미합니다.
메이커교육을 하다 보면 특정 재료나 도구의 탐색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
습니다. 가령, 어떤 아이는 몇 시간 동안 펀치로 종이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열선 커터기로 다양한 모양을 자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수수깡을 부
러뜨려보고, 칼로 잘라보고, 글루건으로 붙여보면서 수수깡 자체를 탐구해
나갑니다.
메이커교육을 구현하는 두 번째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이 있습니다. PBL(Problem-Based Learning: PBL)은 비구조적
이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 모형(김상곤 외, 2008)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택한 만들기 주제를 자신의 프로젝트로 진행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바로 미첼 레즈닉이 말한 실습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making)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는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스
스로 책이나 유튜브를 보고 배울 수도 있고 타인과 자신의 어려운 문제 상
황을 공유해 조언 또는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해놓고 제공해주는 것이 아닙
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 역시 자신의 선택해서 이루어나간다는 것입니다.

1
수수깡과 양면테이프 탐색 중인 학습자.
1

2

2

방수 LED 기능 탐색 중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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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의 주요 활동 중 세 번째는 바로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공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메이커문화에서부터 비롯된 오픈 포트폴리오는 교
육에서 역시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오픈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Part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커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영메이커 시즌 4에 참여했던 영수(가칭)의 사례입니다. 영수는 자동으로 계
산되는 주판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골판지를 직사각형으로 자
르고 그 위에 주판을 그린 다음 거의 다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영수는 3주가량 자신이 완성해간다는 주판은 책상에 둔 채 다른 학습자들의
활동을 기웃거립니다. 똑똑 박사인 영수는 다른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때로는 필요한 질문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3주쯤 지난 후 영수는 RC카를 만들고 있는 현우(가칭)와 그룹을 만들었습
니다. 둘은 유튜브도 보고, 실제 RC카를 관찰해보면서 어떻게 만들지 구상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영수와 현우는 RC카를 만드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제일 만들어보고 싶었던 서스펜션, 즉 노면의 충격이 차체
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차의 장치가 있는 무엇
인가를 만들자고 결정했고, 스프링을 달아 충격이 흡수되는 팽이판을 만들
었습니다.
팽이판을 만든 후 영수와 현우는 서스펜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팽이 외
에도 책, 카메라, 핸드폰 등을 올려보며, 실험 및 보완해나갔습니다. 그 이후
학습자들 사이에는 팽이를 가져와 영수와 현우의 팽이판에서 경기해보는
게 즐거운 유희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수는 같은 학교 친구인 지효(가칭)가 작품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시간이 모자라 힘들어하자 팀원이 되어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영
수는 메이커교육의 공식적인 기간이 끝난 후 지효와 집에서 만나 같이 작품
을 마무리하였고 메이커페어에는 지효와 공동작품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메이커교육을 하면서 영수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주판, 서스펜션)를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RC카에서 스프
링을 통한 서스펜션 구현)로 조정해보았습니다. 재료를 선택하고 작품을 보
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즉 자신이 생활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공학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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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스펜션 실험 중인 영수.
2
친구 작품을 도와주는 영수.

1

2

그뿐 아니라 팀을 조직하고 협의하는 것,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를 도와주
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문서나 동영상이 아니라 직접적 행위를
통한 체험해봄으로써 학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의미를 습득
해나갔습니다.

메이커교육이 갖는 핵심적 가치
앞서 메이커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교육철학, 교수학습방법 등과
비교하며 알아보았습니다. 메이커교육은 메이커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
향한다고도 밝혔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메이커정신을 기르기 위해 메이
커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성 & 자발성

메이커교육은 학습자로서의 참여자가 만들기 주제를 직접 정합니다. 누구
는 드론을 만들고 싶고, 누구는 게임을 만들고 싶겠죠. 서로 관심사가 다르
기 때문에 만들기 주제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만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만들기 과
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예상과 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
납니다. 과정 중에 실수와 실패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는 자신이 선
택한 주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려 하고 실수와 실패를 패배라기보다는
도전하고 수정해나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반면 일괄적으로 선생님이 똑같은 키트를 학습자에게 나눠주고 만들기를
시키면 학습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돼
요.” 메이커교육에서 지향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스스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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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성해나가는 자발적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키트를 나눠주
고 모든 학생이 일괄적으로 조립하거나 같은 방법 또는 순서를 따라 하며
단체로 아두이노 LED에 불을 켜는 기술 또는 기능 교육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간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느냐’, ‘누
군가가 주제를 정해주느냐’의 차이가 만들기 과정에서의 능동성과 책임 의
식, 실수와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끈기라는 많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수를 보완해가는 학습자.

공감 & 즐거움

만들기가 인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창작의 활동이
라는 것은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커가 무엇을 만드는 행동은 창
작의 범위에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거나 더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발명
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지만, 항상 새롭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무엇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거나 더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것에 초점
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들 가령,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 등과 같이 공감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탐구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인학습자 역시 마찬가지겠지
요. 사회의식이 반영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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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부담이 되
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인간에 대한 공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학습자인 우리
도 바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공감
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나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공감하고 즐거움을 느
끼는 만들기야말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재료 탐색과정에서 즐거워하는 학습자.

있습니다. 즉, 일시적 체험 교육이 아니라 지속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시도
하는 메이커교육이 되려면 학습자가 공감하고 흥미를 찾고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정 & 시도

만약 당신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가용으로, 비행기로, KTX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조금은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곳
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단이라면 뭐든 가능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
산을 가기 전에 다른 지역에 며칠 머물면서 여행을 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은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 시도해 보겠다'는 여정이고 과정입니
다. 그래서 방법도 걸리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메이커교육은 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준 조건이 없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각자의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누구는 코딩이 필요하다 판단
할 수 있고, 누구는 목공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풀칠이 필요하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학 시간에 뭐하냐고
물어보면 아마 ‘12장 함수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커교육의 학습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학습자는 자
신이 만들고 있는 작품에 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메이커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합니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골똘히 고민해야 해결책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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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생각이 정
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과
정을 순서도로, 혹은 지도로 그려보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에 따라 프로젝
트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메
이커교육에서 일어납니다.
협업 & 공유

만약 누군가가 팅커캐드로 모델링하
는 것을 배워보고 싶다고 가정해보겠

넌 종이로 만들어봐,
난 폼 보드로 만들어 볼게.

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열어 이것저것 눌러볼 것입
니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책을 통해 혹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자료를 찾아볼 것입니다. 만약, 그 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주변에 팅커캐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무엇을 만들 때, 혹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할 때 비록 방안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더라도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혼자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겪는 과정을 공유하며 자신도 모르게 다
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메이커교육에서는 공유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공유 수단으로 오픈 포트폴리오의 작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오픈 포트폴
리오란 자신의 만들기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글, 동영

함께 만들면 더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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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녹음, 사진, 메모, 블로그 활동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5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커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유란 완성된 작품을 소개하고 그 기술을 무조
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틴커캐드 예시처럼 배우고 만드는 과
정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돌려주는 과
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 또는 만들기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오픈 포트폴리오는 개인에게는 성찰하고 복습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
을 받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오픈 포트폴리오를 공유한다는 것은 정확한 시간이 함께 기록되기 마
련이기 때문에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공유 활
동은 그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므로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협업 역시 공유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의 문제 혹은 어
려움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만들기 과정에서 협업이 일어납니다. 프
로젝트의 진행 역시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주제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관
심사가 비슷한 개인의 프로젝트들이 만나 공동의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는 자신은 만들 줄 아는 작품을 다른 메이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알려
주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의 다양한 해외 사례
메이커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메이커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메
이커교육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메이커정신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국내 메이커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rEd makered.org/

Make: 매거진과 Make Faire의 창립자 데일 도허티가 2012년 설립한 비영리기관
입니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메이커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역적 메이커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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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Ed 사이트.

커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를 지원하는데, Young Maker
Play Book, Open Portfolio Project, Setting Up and Facilitating tinkering workshop
with Educators 등을 발간하여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유 미디어
Chicago You Medio) www.chipublib.org/youmedia-teens

시카고 유 미디어는 시카고 공공도서관 1층에 자리한 청소년을 위한 오픈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책과 DVD는 물론 컴퓨터, 미싱기, 3D프린터, 피아노,
기타, 게임기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방과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달에 1~2회정도 청소년을 위한 음악 만들기, 실크 스크린
배우기 등 워크숍 열립니다. 같은 도서관 건물 3층에는 모두를 위한 Maker
Lab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필요시 디지털 제작 장비의 자세한 수
업 수강도 가능합니다.

65

Part 2
메이커 교육

시카고 유 미디어.
사진 제공: 메이커다은쌤

피츠버그 아동 박물관
Children’s Museum of Pittsburgh) pittsburghkids.org

피츠버그 아동박물관은 연구자이자 학습 과학자인 리사 브람스(Lisa
Brahms)와 피터 워드립(Peter Wardrip)이 중심이 되어 메이커교육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서 “메이킹 학습 전략: 디자인을 위한 진화하는 체
계(The learning Practices of Making: An Evolving Framework for Design)”에
서 다양한 일반적 학습 사례에 대해 구분하고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피츠버그 어린이 과학관은 과학관의 사례에 있어서 학습 사례가 공간, 활
동, 및 편의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한 학
습 형태의 개념화, 지원 및 평가 방법을 식별하여 학습 과정으로 만드는 것
에 대한 토론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아동 박물관 내부.

피 츠 버 그 고 등 학 교 Pittsburg High School

사진 제공: 메이커 다은쌤

피츠버그 고등학교는 1924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소
재의 고등학교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로 공식적으
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목공 중심의 좀 더 자유로
운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는 건축 디자인과 로봇 공학 등의 선택 과목을 갖추
고 있는데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온라인에 오
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의견과 생각,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
루어지게 되며, 학생이 자신이 이미 가진 홈페이지
의 주소를 링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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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메이커교육과 기존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메이커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  본인이 생각하기에 메이커교육의 핵심 가치 중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우리나라에서 메이커교육을 시행 및 확산하는

더 알아보기

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
MakeEd사이트에 방문하여

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Young Maker Play Book, Open

5 본문에 언급된 ‘메이커교육 선언문’을 참? 자신
만의 메이커교육 선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Portfolio Project, Setting Up and
Facilitating tinkering workshop
with Educators책을 읽어 보아요.
피츠버그 아동 박물관의 “메이킹키
학습 전략: 디자인을 위한 진화하는
체계(The learning Practices of
Making: An Evolving Framework
for Design) 책을 읽어 보아요.
http://makeshoppgh.com/wpcontent/uploads/2015/02/
MAKESHOP-LearningPractices-formatted_FINAL_
Feb-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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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에서의
능동적 학습자

이번 차시에는 메이커교육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학습자의 능동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커교육에서 말하는 학습자는 나이 어린 학생만을 의
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면, 무엇을
배워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남녀노소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누
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만들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상황에 결정자가 됨
으로써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합니다. 5차 시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프로
젝트 과정을 유지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갖
추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의 시작, 자신의 프로젝트 만들기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만들기의 시작인 ‘무
엇을 만들까?’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만들기에
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등과 같이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
론 ‘사람을 돕고 싶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려고’, ‘환경의 지키고 싶어
서' 등 목적성 있는 이유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만들기의 수준 혹은 단계를 나누어 보자면,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고, 다음은 다른 사람이 만들
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것, 그다음은 항상 남이 만든 것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것. 남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만드는 것, 가장 쉬운 것은 아무
것도 만들지 않고 남이 만든 것을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의미가 있고, 쉽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어
떻건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결국 그것을 목표로 하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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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것을 왜 만들고 싶은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것을 구경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
을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만든것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

높은 난이도 ▶▶▶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내려면 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했고, 정보를 일일이 알아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
을 만들 때는 만들어진 작품을 많이 보고,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에는 다양한 작품을 보거나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 자
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즉,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쉽게 해결할 방법들이 예전보다 많
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무엇을 만들까를 결정하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만들 수 있는 무엇이라도
우선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만들기에 더 용이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었
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무엇을 만드는 시도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을 조사해도
괜찮습니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만들기의 시작에서 중요한 것은 만들고
자 하는 주제나 결과물이 무엇이든간에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들기
만들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왜 만드는지도 대략 정해진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기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료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현존하는 재료
와 도구는 웬만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또한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과정에서 무엇보다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여기에서 안전 관련 내용은 간략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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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고, 자세한 사항은 8차 시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료의 선택과 구입

만들기 재료의 선택은 작품의 종류, 예산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판재, 각
재, 금속, 고분자 화합물, 나무, 종이, 천, 가죽, 점토 등 재료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같은 종류의 재료도 구체적인 재료의 분류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
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소나무와 애쉬는 목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격 차
는 상당합니다.
처음 만들기를 시작할 시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가공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도록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런 재료들은 다시 만드는 시행착오 과정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을 만들고 있는 초보 메이커가 그 재료로써 카드보드지를
선택한 경우와 애쉬를 선택한 경우, 어느 쪽이 만들기의 지속성에 좋을까
요? 처음부터 그럴싸하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
음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들기의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내가 만들기를 이끌어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왜
문구류나 기본적인 재료로 프로토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핑을 하면서 만들기에 흥미를 느껴 볼
수 있다.

도구의 선택과 구입

만들기에 사용되는 공구들 역시 학습자의 선
택에 따라 범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재료 가공에 사용되는 기본
공구로는 절단과 결합을 위한 공구를 들 수
있습니다. 재료의 단단하기, 특성에 따라 접
기(금속판을 접는 것은 절곡이라고 합니다),
구멍 뚫기, 갈아내기, 깎아내기 등을 위한 공
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의
경우 절단을 위해서는 칼이나 가위가 필요하
고 결합을 위해 테이프나 풀 등이 필요합니
다. 금속의 경우 절단을 위해 그라인더나 마
이이터 쏘우, 결합을 위해 용접기나, 나사와
드릴이 필요합니다.
공구의 구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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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물론, 메이커의 입장에서 오
래 사용 가능한 좋은 공구를 구입해
손이 익히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그 공구를 앞으로도 얼
마나 자주 사용할 것인가 등을 고려
한다면 공구를 대여하는 것도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를 들어 주민센터를 활용해 전동공
구 등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 메이커는 글루건이나 칼 등 위험

또 다른 방법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한 도구를 사용하는 테이블을 별도로

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디지털 제작 장비 사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 안내자(Instructor)가 있어 사용법을 익히기에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공간

만드는 공간은 크게 집으로 대표되는 개인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로 대표
되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두 공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데요, 이는 작품의 종류에 따라 메이커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 ‘차고’, ‘창고’와 같은 개인 공간은 아이
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나의 작품에 맞는 공구, 재료 등
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만들기에 따라 가족 구성원 혹은 이웃에게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 페이스와 같은 공용공간의
경우, 만들기를 위한 공간이므로 소음, 분진 등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교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점, 다양한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재료를 챙겨가야 하거나, 이동
하면서 나의 작품이 파손될 수 있고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등 만
들기 실행의 즉각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공간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내가 만드는
메이커교육을 위한 확보된 장소가 없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설계 단계보다 작품이 커지는

는 경우, 메이커 카트를 만들어 공구와

경우, 작품의 부분이 완성된 경우 등을 보관하거나 전시해 둘 있는 공간을

작품을 보관하기도 한다.

확보할 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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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만 들기

본격적인 만들기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공간의 안전상황이나, 자신의 작
업 조건이 안전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아차’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는 자신의 만들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 무엇일지 고려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 화상, 찰과
상등에 대한 응급 대처법을 알고 구급상자를 가까이에 비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공간, 도구, 작업의 안전은 8차 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만들기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도움받기

만들기를 하다 보면 처음 기획한 대로 혹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유튜브 동영상과 똑같은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조립했
는데 오토마타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
하려고 하니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
제에 부딪혔거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
실해집니다. 도움을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살펴보겠습
니다.
오프라인으로 도움받기

오프라인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은 자신의 만들기와 관련 있는 오프라인 커
뮤니티를 찾아가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형태
의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있겠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작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문을 두드려 봅시다. 특히 풀리지 않
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때 집에서
가까운 메이커 스페이스나 커뮤니티를 찾아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
니다.
온라인으로 도움받기

현재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문화가 빠르게 퍼지는 데는 온라인의
힘이 크게 작동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와 달리 온라인’카페’ 문
화가 있습니다. 온라인카페 문화는 한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확산
시켰다는 긍정적 기여부분도 있지만, 그 구조상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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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입, 회원 등급과 같은 폐쇄성을 가진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는 메이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도움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고
읽는 형태로서 있는 자료는 검색하는 방법과 게시판에 질문하기, 이메일 보
내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온라인 자료 검색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검색할 때는 정확한 검색어를 아는 것이 중
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야 초보자의 경우 검색어를 설정하는 것부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거나, 이것저것의 검색어를 넣어 온라인에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원하는
정보의 검색어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검색어만을 활용하여 찾는 과정은 원하는 결
과가 안 나오면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
하고 문서페이지가 아닌 이미지를 보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추가
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에 키워드의 제안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평소에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검색 엔진 외에도 다양한 검색엔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
데, 해외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페이지의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면 구글 검
색이 더 유용합니다.
② 온라 인에 서 직 접 도움 요청하기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알지 못하는 전문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인해, 질문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예절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도움을 요청해 답을 주는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의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
거나, 직접 메일을 보냈어도 답변이 올라오지 않거나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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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하기
⒜ 검색부터 먼저하기.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검색되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 질문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문제 상황을 인지하기 어
려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먼저 검색하고 시도한 후 구체적으로 질문하
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경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일반적으로 개인적 경험 배경과 지식수준
등의 정보도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초등학생인 경우와 대학생
인 경우, 답변자가 사용하는 용어, 설명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 배경
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예를 들어 ‘제가 여기까지는 해
결했는데 이 부분에서 막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는
못하겠으나 어떤 것을 검색해 보면 좋을지 조언해주세요’라는 식의 자신의 상황 소개와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합니다.
⒟ ‘급해요’
, ‘빨리요’ 재촉하지 않기 질문자는 급할 수 있지만, 답변자는 하나도 안 급합
니다. 그렇다고 ‘급해요, 빨리요'와 같은 언급과 재촉은 질문자가 쉽게 전문가의 힘을 빌
려 해결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답변은커녕 답변자에게 훈계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 문제해결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인사 남기기 답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든 아니든 간
에 답변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궁금할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였으므로 꼭 답변자에 대해 감사 댓글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 커뮤니티에 올라간 질문에 대한 답변 절대 지우지 않기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을 지
우면 다른 사람이 달았던 답글도 사라집니다. 답글 작성자는 자신이 공들여 쓴 글이 나
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워진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질문에 답변이 달린 글을 지우는 사람을 재가입 없는 강제탈퇴를 시키기도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이메일 질문하기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 하기'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서로 알지 못하는 누군
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얻고자 할 때 아래 사항의 유의하여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 정보 밝히기 비록 이메일이라는 비대면 도구를 활용하지만,
특정 인물과 일대일 형식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밝
힘으로써 자신을 소개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온라인 예의입니다.
⒝ 메일 보내는 이유 설명하기 특히, 대면한 적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74

5차시
메이커교육에서의 능동적 학습자

경우, 이메일을 받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도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왜 메일
을 보내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자신의 작업 목표와 현재까지의 시행착오, 진행 상황 설명하기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및 상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맥락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메일 보낸 사람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문제점과 시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처한 문제점
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혹은 타인의 도움으로 행했던 시도에 대해 밝히는 것
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그 시도들 외의 방법을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나누기(기록과 공유)
기록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만들기 여정에 대한 발자취입니다. 그
속에는 각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 작업의 진행 과정 등이 쓰여있고 학습자
의 소감, 생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기록은
학습자가 공유받은 정보, 예를 들어 유용한 팁을 제공했던 사이트, 만들기
에 활용했던 오픈소스, 시행착오를 풀어나갈 때 도움을 받은 동영상 링크
주소 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기록은 낯선 작업일 수 있습니다. 몰입해서 이루어지는 만들기 과정에
서 귀찮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커교육은 능동적 학습의
핵심 활동으로써 오픈포트폴리오 형식의 기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록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첫째, 학습자가 자신의 여정을 점검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에서는 이를 ‘반성의 성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시
행착오를 겪고 있는 경우 자신의 과정을 돌아보고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지
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둘째, 학습자의 실력이 향상되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실타래
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좀 더 발전적인 만들기 과정이 되는 건 당
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셋째, 만들기
에 대한 즐거움의 정점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스스로 어려운 것에 도전하게 하고, 도전하고 해결하는 과정
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해줍니다. 시모어 패퍼트는 이것을 하드펀(hardfun)이
라고 하였으며, 이런 즐거움을 느끼려면 학습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학습자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줍니다. 최종 결과물을 소개하기 위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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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 뿐만 아니라 만들기의 시작에서부터 잠정적 마지막 순간까지 여정이
그려지는 것보다 훌륭한 포트폴리오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록이 공유 되었을 때 기록은 사회적으로도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작품과 만들기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럽
게 메이커 문화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이커 문화는 개방성을 중
요시하는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학습자가 공개한 만들기 여정은 다른 누군가에게 따라해볼 수있는 좋은 만들
기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누군가의 오
픈소스는 제공자로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기록은 자신도 모르
게 메이커 문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개개인의 공유 문화가 바로 메이커
문화 유지에 기여하는 한 걸음이 됩니다.

능동적 학습자의 마인드 셋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만들기의 과정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
니다. 만들다 보면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무엇을 직접 만들어보고 배우는 과정을 지속하
기 위해서 학습자가 가져야 하는 마인드 셋을 소개합니다.
일단 시작 해 볼래요

메이커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만들 수 있는 천재가 아닙니다. 메이커는 자
신이 무엇인가 만들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끊임 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이커교육에서 바라는 능동적 학습자의 ‘능
동성'은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만들어보려는 태도 입니다. ‘이건
어려울 거야, 나는 이런거 몰라, 나는 이런거 못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동적 학습자의 마인드 셋은 두려움 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워 본다는 설
레임이고, 망설임 보다는 일단 도전하는 적극성 입니다. 정보를 검색해 가며
필요에 따라 무엇을 배우러 찾아 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말처럼 자신이 직접 무엇을 만들어 보겠
다는 마음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만들면 되지요

메이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 속의 시행착오와 실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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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당연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커교육에서 학습자는 실수, 예상과
어긋난 결과를 다시 도전하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장치로 바라봅
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하는 도전 기회를 갖고 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음 시도할 방향을 찾기 위해 실패 할 것
을 알면서도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기위해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의도치 않
은 실패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또 다른 무엇을 만들기도 합니다. 메이커의
유일한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나 는 혼 자가 아니에요 , 함께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처
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100% 완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
영메이커 프로젝트 중
만들기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 즐기고 있다.

습니다. 만들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 해답을 찾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메일을 보내 답변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경험
을 기록하고 정리해 공유하는 것은 메이
커 문화의 핵심이자 학습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잘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실패했
던 경험을 알려줘도 좋습니다. 다른 메이
커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좋
은 정보입니다.
때로는 혼자 만들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각 날 수 있습니다. 메이커 커뮤니티에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함께할 사람을 모
아 시작해 봅시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에 상관 없이 누군가와 협력을 하는 것
만으로도 매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같
이 협력하는 메이커의 노하우나 기술을
알고, 나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
람을 만나는 것으로도 즐겁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메이커를 통해 나는 어떤
메이커인지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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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커뮤니티는 함께 해서 더 즐겁다.

읽어보기 사례
무엇을 만 들어야 할 지 모 르겠어요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약간 과장한다면 무엇을 만들지
정한 것은 만들기의 절반을 진행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게는 무엇을 만드는지 정하는 것 부터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지 정하기 어려울 때는 스스로 너무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시다.
꼭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스스로 만들기 쉽다
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남들이 만드는 방법을 공유한 것부터 만들어 봅시다.
쉽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깊은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만
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숙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만들어
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이번 실패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 부터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얻게 된
다면 점점 어려운 것에 도전해 봅시다.
들지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마세요. 우
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한 사례로 만들기를 잘하는 어린 학습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자
는 만들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며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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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이 학습자가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아무것
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습자는 몇 주 동안 다른 학습자들의 만드는 수준을 보고 잘 만들 필
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제야 자신감을 얻고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잘 만드는
학습자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구현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야 할 것 같 아요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각과 다르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
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사항은 많은 메이커들이 무엇을 만들다가 항상 겪는 상황입니다. 어
려움은 현재 스스로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재료, 비용 등 매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일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을 나누어 관찰해봅시다.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많은 쉬운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지금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고 만들 수 있도록 기능, 디자인, 재료 등을 약간 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쉽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낼 때 우리는 Hard Fun이라는 엄청난 즐거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어렵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메이커들에게
도움을 구해봅시다. 다른 메이커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작품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 학습자.

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전동보드를 만들기로 한 학습자가 있었습니다. 학습자에게는 나무
도 잘라야 하고 모터도 사용해야 하고 모터 콘트롤
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학습
자는 나무를 잘라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습니
다. 하지만 우선 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
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
면서 결국 전동보드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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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메이커로서, 그리고 능동적 학습자로서 무엇을
왜 만들고 싶은가요?

2 일반 학습자와 ‘능동적’ 학습자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이 학습자를 보다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주체로 변화 시킬 수 있을
까요?

3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기록과 공유를 해본 경
험이 있나요?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기록과 공유
를 어떻게 할 지 계획해 보세요. 이미 경험이 있
다면 결과 중심의 기록&공유였는지, 과정 중심
의 기록&공유였는지 생각해 보고,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4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험

더 알아보기
책을 함께 읽어 봅시다
데이비드 랭 지음, 장재웅 옮김, 제
로 투 메이커(Zero to Maker) 누구

이 있나요?

나 메이커가 될 수 있다, 한빛미디

5 타인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
청한 적이 있나요?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 때
문에 본인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6 타인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도움을 주었다면 어떤 부분 때
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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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메이커교육에서의
긍정적 조력자

이번 차 시에서는 메이커교육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긍정적 조력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커교육의 조력자는 비단 메이커교육현장에서 학습자
들이 ‘멘토’라고 지칭하는 관계자만이 아닙니다. 조력자란 학습자의 만들기
과정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 멘토, 부모 및 그 외 주변 인
물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으로써 다양한 조력자들이 학습자에게 긍정
적으로 동기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면 좋을 언어와 행동 및 주의해야 할 언
어와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도록 지원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 후 조력자가 지닐 마인드 셋을 짚
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자가 활동할 때: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
조력자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줍
니다. 학습자의 과정을 침범하지는 않으면서 그들이 만들기 과정을 포기하
지 않고, 과정에서의 경험이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조력자는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하며

것이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할 수 있는 언어적, 행동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실천 방안
학 습자 에게 질문하기

조력자의 질문은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상기시키거나 구체
화할 때, 혹은 학습자의 만들기 과정에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주제 없이 자유
롭게 만들기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학습자라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지 모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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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조력자는 평소의 관심거리, 궁금했던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학습자
가 아이디어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막연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학습자가 있는 경우 조력자는 어떤 질문을 하
면 좋을까요? 한 학습자가 ‘드론이 만들고 싶어요'라는 넓은 범위의 아이디
어를 제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드론은 크기, 종류, 목적이 다양하기 때
문에 학습자가 만들고 싶은 구체적인 드론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때 조력자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능과 형태의
드론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막연한 드론이라는 주
제가 학습자와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 농약을 뿌리는 드론으로, 날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등이 표시되는 드론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처럼 적절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력자의 지혜로운 질문은 학습자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MIT에서는 기술적으로 창의적인 학생들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Makers @ MIT: 기술적으로 창의적인 학생들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
(Admitting & Empowering Technically Creative Students)”
Why do you make? (왜 만들어요?)

●   

How do you make? (어떻게 만들어요?)

●   
●

What do you make? (무엇을 만들어요?)

●

What's the most significant thing you've made?
(당신이 만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Attach pictures, video, code, specs, etc.
(사진, 비디오, 코드, 사양 등을 첨부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일지라도 매 순간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혹은 색다른 아이디어
가 떠오르지 않아 만들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때 학습자들은 만들기
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력자는 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다시 만들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합니다. 가령, 재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만들
기를 실행하지 못해 무료해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재료가 있다면 지금 무
엇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다음의 만들기를 계획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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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동기 부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해 학습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학습자가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력자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을 한
조력자가 답을 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생각 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습자가 조력자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는 가급적 즉각적이고 긍정
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 하기

학습자마다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가령 처음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냈
다가도 막상 만들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학습자도 있
습니다. 아이디어 내기와 도면 설계하기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만들기
에서 거침없이 만들며 수정해가는 학습자도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하더라
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학습자를 시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처럼 조력자의 칭
찬은 학습자의 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학습자는 눈을 반짝이며 더 신나고 즐겁게 만
들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비단 면대면 상황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자의 오픈포트폴리오를 방문하여 칭찬
의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동기 부여나 긍정적 상호작용이 될 수 있
습니다.
유스 메이커스페이스 플레이북(Youth Makerspace Playbook) 를 살펴보면 특

조력자가 학습자의 아이디어에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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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언어적 상호작용의 예’가 소개되어 있습
니다. (https://www.slideshare.net/makered/ss-87987311) 책에서는 ‘괜찮네, 잘
했네' 와 같은 한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칭찬하
는 것을 넘어서 조력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은 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입니다.
아래 예시 상황에 따라 제시된 언어의 사용의 좋은 예를 한번 읽어보고 내
가 조력자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상황 1 한 아이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좌절하거나 특정 도전 상황에 막혀 있다.
	“그건 나한테도 영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이런 미스테리를 만났다는 것이
멋지지 않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 네가 알게 되면 나한테도 말해
줄래? 모두와 그 사실을 공유하게. 아니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두가 같
이 이야기 할수도 있어.”
상황 2 대화에 참여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어한다.
	“펠트, 나뭇잎, 철사를 사용한 것은 멋지고, 놀라워. 네가 어떻게 왜 그 재료
를 선택했는지 이야기 해 줄래?”
상황 3 참여와 지속,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보강하고자 한다.
“네가 이 구조를 그렸니? 모든 사람들과 네가 그린 것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상황 4 한 어린 제작자가 열린 결론의 연구를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가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례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 네가 원
한다면 나에게 몇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조금 기다려보고 다른 아이들이 무
엇을 시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거야. 먼
저 놀고 즐기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봐. 좀 있다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시 확인하러 올게.”

행동적 실천 방안

앞서 설명한 ‘언어사용’의 예처럼 조력자와 학습자는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할수도 있고,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아직 기계나 작품의 작동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
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조력자는 다른 방법으로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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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간
내에 비슷한 주제로 만들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서로 연결 시켜 줍니
다. 친구는 가장 멋있는 선생님이며
함께 질문하며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련 주제의 전문 강
의를 같이 찾아 보며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재료탐방’입니다.
커다란 문구점도 좋고 저가형 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곳도 좋습니다.

조력자와 학습자가 함께 자료를 찾아
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재료를 관찰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시도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줍니다. 메이커교육실천에서 ‘재료탐방’의 방법으로 활
동 기간중 하루를 정해 세운상가와 같은 재료 상가를 직접 다니며 다양한
재료에 대해 살펴봅니다.
항상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에서만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안
쓰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장난감을가져와 분해와 재 조립을 해 봅시다.
실제 사용된 부품의 모양과 조립된 형태를 관찰하며 본인의 작품에 활용할
재료를 찾는데도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학습자가 활동할 때: 조력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음은 조력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
들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생각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거나 막막
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혹은 예상보다 자신의 작품에 더 만족하거
1

나 만들기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자들에게 조력
자가 무심코 던진 한 마디의 말이 사기를 꺾고, 만들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자가 주의해야 할 언어와 행동은 무엇인지 살펴보
겠습니다.

2
1
세운상가에 재료투어를 나온 모습

주의해야 할 언어

메이커교육이 학습자의 능동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2

인지하는 조력자라면 가급적 학습자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

팹랩서울 방문, 도구와 작품 감상

을 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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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와 친밀감이 형성된 경우 혹은 학습자와 긍정적인 친분을 형성하기 위
해서 조력자는 의도치 않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또는 학습자가 좀
더 만들기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에 학습자들을 재촉하는 언어를 사용하
기도 합니다.
비록 조력자가 좋은 의도로 사용하였지만 알고보면 학습자의 기분을 해치
거나 의욕을 꺽는 말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은 경험이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묻는 질문,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는 질문, 학습자를 비
하하는 말, 협박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아래에 정
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질문
너 어디 사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너 남자친구(여자친구 있니)?
학교에서 몇 등 하니?
비교하는 말
5학년이나 되서 이런 것도 할 줄 몰라?
너 저번보다 못했네
OO은 벌써 만들기 들어갔는데, 너는 왜 아직 이것 밖에 못했니
집에서도 이렇게 장난치고 떠드니?
지난 시간에 대체 뭐 했니?
이게 네 최선이니?
학습자를 비하하는 말
너 못생겼다/뚱뚱하다
너 키가 엄청 작은 편이구나
왜 이렇게 간식을 많이 먹니
협박이 내포된 말
계속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그럴거면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완성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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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행동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거나 예를들어 학습자가 힘이 부족해서 송곳으로 구
멍을 뚫지 못하고 있을 때 조력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무엇을 만들어 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만들기 과정에서 어려
움을 호소하거나, 혹은 다른 학습자에 비해 만들기가 지체되고 있는 것처
럼 보이는 경우, 조력자는 학습자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자를 위한 행위일지라도, 이는 학습자가 배우고 시도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자는 학습자 스스로 만들기를 다시 시
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 학습자들을 만나다보면, 조력
자는 각 학습자의 다음 단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
조력자가 학습자에게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니다. 학습자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을 찾을 수 있
도록 도와주기 위해 조력자는 학습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려주려
고 합니다.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이 역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나 레이져 커터와 같은 장비의 사용법도 처음부터 쭉
알려주고 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만
들고자 하는 작품의 과정 상에 장비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 해당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만들어 보는 것이 ‘메이커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나누기
‘메이커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와 확산입니다. 혼자만의 작품을 만들
어 완성품을 전시 및 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까지도 모두 기록
해 공유하는 것이지요. 긍정적 조력자로서 학습자가 경험을 잘 나눌 수 있
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와 긍정적 조력자 스
스로도 어떻게 경험을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 습자가 경험을 잘 나 눌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메이커정신에서도 중요한 요소인 공유는 학습자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
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유의 경우 즉각적으로 체감되지 않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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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활동하는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에게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습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학습자일 수록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의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에 따라 조력자는 공유가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경험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작품을 만드는 경우더라도 학습자가 어려움에 직면했
을 때 조력자가 도움을 주기 보다는 다른 학습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4학년인 학습자가 드론의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미 설계를 완성한 중학교 2학년 학습자에게 도움을 부탁하도록 이끌어 줍
니다. 이처럼 좀 더 어린 학습자들은 고학년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고학
년의 경우 ‘긍정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메이커교육에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학습자가 3D 모델링
을 더 잘 하는 경우도 있어서 누나들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두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을 경험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학습
자도, 도움을 주는 학습자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남을 돕는’ 상호
작용이 학습자에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긍정적 조력자는 학습자가 오픈 포트폴리오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자칫 학습자들에게 하기 싫은 숙제로 다
가올 수 있으므로 수시로 과정을 촬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습자의 경우,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은 기록
공간(Documentation Station)을 마련해둠으로써 학습자들이 기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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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의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
니다.
그 외에 하루 활동의 마무리에 각자의 기록을 공유하고 학습자들 간에 아
이디어를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온라인에 다른 학습자의 기록을 방
문해보는 것을 안내하는 등 조력자는 학습자들이 공유를 직접적으로 경험
할 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봅시다.
학습자가 처음 공유를 할 때는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해 보는 것
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시도해 본 방법은 카카오톡(이후 카톡)으로 사진찍
어 느낀점과 함께 조력자에게 카톡 메시지로 보내기였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많아서 대부분 쉽게 본 과정은 참여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
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먼저 프로젝
트 다이어리를 기록해 보도록 하는 것
이 좋다.
2
한 학생이 만든 ‘만능로봇’ 프로토타이
핑과 그 날의 프로젝트 다이어리

1

2

본 단계에서 사람보다는 작품이 잘 드러나게 사진을 찍을 것과 느낀 점을
‘좋았다’ 수준이 아니라 왜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웹서
비스를 소개하며 본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가장 익숙한 플랫폼을 선택
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늘 만든 것, 느낀 점, 다음 번 개선할 점, 필요한 재료를
적는 프로젝트 다이어리를 쓰도록 하고, 집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해당 시간
에 만들었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기록과 공유가 익숙하다면 ‘프로젝트 다이어리’를 직접 온라인에 기록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학력보다는 역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죠. MIT에서는 입학 지원 절차의 요소로 ‘메
이커 포트폴리오’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처럼 ‘오픈 포트폴리오’는 학
습자마다의 자아 정체성이나 이력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또 다른 공유하기의 방법은 ‘영메이커 페어’ 참여입니다. 10주 이상을 각자 정
성들여 만들어 온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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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잘 합니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의 작품을 보며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형 자판기, 동전 먹는 저금통, 움직임을 인식하는 쓰레기통 등 관람객
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작품을 만든 경우 페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은 ‘만들기’에 대한 엄청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1

1
2

영메이커 프로젝트 이후 영메이커 페

3

어는 영메이커의 작품을 뽐 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2
‘영메이커 스타’ 코너를 통해 경험담을
청중과 공유한다.
3
페어 참석자에게 본인의 작품을 설명
하면서 한층 더 자라나는 영메이커.
4
영메이커 페어를 자유롭게 즐기는 영

4

메이커와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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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가 자 신의 활동 경험 나 누기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모든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입
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학습자 뿐만 아니라 조력자 역시 ‘공유’의 중요성과 가
치에 대해 공감하고 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력자 조차도 ‘공유’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과정이 익숙하지 않고, ‘공유’의 장점을 경
‘2018 메이커교육실천 컨퍼런스 in 부
산’을 열어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메이
커교육 활동정보를 나누고 있는 모습.

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력자도 메이커교육 시민멘토
워크숍과 같이 처음 메이커교육을 접할 때 자신만의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구글사이트는 가장 최근 (2018년 11월 24일
~25일) 부산에서 진행된 ‘메이커교육실천 컨퍼런스 in 부산’의 실시간 기록입
니다. sites.google.com/view/makeredu11busan 본 사이트의 2일차에는 팀별로 작
성한 오픈 포트폴리오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오픈 포트폴리
오에 대한 작성 방법은 파트5에서 소개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외부 행사나 교육 컨퍼런스에서 본인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 ‘메이커교육실천 컨퍼런스’가 대표적
인 사례인데요. Part 2 '실천하는 사람들 이야기' 순서를 통해서 무려 9명의
시민 멘토들이 ‘메이커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공유하고 싶은 점을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경험으로 공유했습니다.
조력자도 자신의 경험 공유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도 정리해
보게 되고, 다음에 어떤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지에 대한 안목도 생깁니다.
이처럼 학습자에게 ‘경험 나누기’를 강조할 때에는 조력자 역시도 스스로도
경험을 나누는데 익숙해지고, ‘공유’의 장점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력자의 마인드 셋
긍정적 조력자로서의 역할, 언어, 행동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
력자 스스로 메이커교육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기반
이 되는 ‘마인드 셋’입니다. 능동적 학습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력자
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 습자의 능력 신뢰하기

메이커교육에서는 능동적 학습자와 긍정적 조력자의 상호 신뢰가 매우 중
요합니다. 학습자의 능동성을 믿고 지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습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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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뭘 해야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력자가
메이커교육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역시 지침을 명
확히 주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정말 학습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력자의 편의를 위한 것
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메이커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끊임
없이 시도하고 학습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조력자도 더 나은 교육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력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
려 주어야 합니다. 혹은 학습자가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즉, 메이커교육에서 조력자는 불확실성에 대
해 기다림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시행착오를 경험해나가는 그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조력자라면 ‘아직 이것 밖에 못했어?’라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다음에는 무엇을 해 보면 좋을까?’라고 학습자를 부드럽게 독려하
는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유사한 작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도록 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작품과 유사한 기성품을 분해해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작
동원리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 습자의 개별 단계 존중하기

‘메이커교육실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급적 최소 12주 이상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몰랐던 학습자끼리 대화도
하고, 재료투어도 하고, 아이디어 내기 – 설계하기 – 만들기 – 시행착오
를 거치며 팅커링 하기 등의 전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영메이커 프로젝트의 경우 마지막에 학습자가 영메이커페어에 전시 참여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늦게 아이디어를 결정한 학습자는 영메이커페
어가 임박해오면서 작품을 완성해야한다는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말 그대로 조력자들이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하
기 위해 제시된 일정일뿐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 각각이 거쳐가는 개별 단
계입니다.
실제로 작품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2~3주라는 비교적 짧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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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들기 기간이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학습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간을 존중해 줍니다.
어떤 학습자는 그 과정을 위해 1시간이 충분하지만 어떤 학습자는 5주
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자가 정해놓은 계획보
메이커교육 멘토들도 ‘긍정적 조력자’
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서로 의논하고,
개선 합니다.

다는 학습자의 개개인의 고유한 활동 단계와 과정을 존중해 줍니다.
뜻밖의 상황과 그 대처법

메이커교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 워크샵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도 막상
메이커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과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
생하곤 합니다. 교육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몇몇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뜻밖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 습자의 목표가 너무 높 을 때 어떻게 할 까요?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작품을 떠올릴 때는 본인이 만져봤거나, 책과 미
디어 등을 통해서 본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만들어본 경험이 있
거나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만들기의
계획을 세울 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력보다 조금 높은 목표라면, 학습자가 실제 만들기를 해 냈을
때의 큰 성취감으로 다가올 것이며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자 본인의 현재 실력, 재료비를 포함한 만들기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면 자칫 학습자는 좌
절감을 느끼며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력자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
습니다. 첫째, 학습자가 작품에 대해 단계를 만들고 세분화시켜 생각해보도
록 도와주기와 둘째, 질문을 던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입
니다. 예를 들어 한 학습자가 진공청소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겉모습
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지만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였죠.
긍정적 조력자는 ‘진공청소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물건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진공청소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뭐
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그 중에서 학습자가 만들기로 접근할 수 있는 부
분을 정하도로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공청소기를 만들겠다면 우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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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들어가는 모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터가 있
는 가전제품을 분해해 보거나, 중고가게에서 낡은 진공청소기를 구해 분해
와 조립을 해 보거나 말이죠.
학 습자가 쉽 게 포 기 하고 자 꾸 주 제 를 바 꿀 때 는 어떻 게 할 까 요?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학습자에 따라 여러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 작품을 오랫동안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학습자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들려고 하는 작
품이 잘 되지 않자, 다른 작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 현재 본인의 실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것인지, 조력
자가 ‘왜 그것 밖에 못하니?’라고 잘못된 언어로 포기하게 만든 것은 아닌
지, 잘 만들었는데 다른 학습자와 비교해서 중도 포기한건 아닌지 말이죠.
이처럼 포기를 만든 원인에 따라 해결방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너무 어렵
다고 느낄 경우, 높은 목표 설정에 대한 1번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
력자의 언어사용이 문제일 경우, 학습자를 최대한 독려하고 해당 조력자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학
습자와의 비교는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겠다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도 좋고, 작품 디자인까지도 잘 진행했는데, 어느 날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
가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그냥 다른 거 하라고 하시
네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조력자가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 때는 어떤 목재로 제작하는 것이 좋은지,
높낮이 조절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연결 부분을 제작하면 좋을지 함께
자료도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재료 구입을 조금만 도와주자 해당 학습
자는 마지막까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메이커교육’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끝까지 밀고가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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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교육자와 긍정적 조력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긍정적 조력자로서 학습자의 행동의 변화를 이
끌어 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선배로서
우리 모두는 긍정적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 조력자’가 되려면 언어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언어와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더 생각해
볼까요?

4 ‘긍정적 조력자’가 되려면 학습자를 신뢰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마다의 장점
을 한가지씩 찾아 기록해 보세요.

5 학습자 뿐만 아니라 ‘긍정적 조력자’도 ‘기록과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학습자를 독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이커교육을 실천하는 과

더 알아보기

정을 기록하고 다른 조력자와 나눠 주세요.
유스 메이커스페이스 플레이북
(Youth Makerspace Playbook)
번역본 p.71 - ‘언어사용’의 예
(https://www.slideshare.net/
makered/ss-879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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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기본 재료와 도구 소개
8차시

작업 공간의 구성과 안전
9차시

메이커의 작업별 공간과 장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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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에는 재료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도구
를 사용해도 되고, 프로젝트에 따라 전문 재료와 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죠.
재미있는 점은 만들기를 계속 하다보면, 내가 쓰는 재료와 도구의 범위도 넓
어진다는 겁니다. 즉, 만들기란 새로운 도구와 재료의 사용을 알아가는 과정
이기도 합니다.
파트3의 7차시는 만들기에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8차시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작업 공
간 구성과 작업자를 위한 안전, 그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살펴봅니다. 마
지막 9차시는 작업별 공간과 장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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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기본 재료와
도구 소개

목적과 용도에 맞는 재료와 도구를 선택하는 일은, 만들기의 설계와 제작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초보자 눈에는 다 비슷해보여도 재료와 도구마다 성
능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7차시는 만들기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재료와 도구를 소개합니다.

재료
재료는 가이드북에서 전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
니다. 종이·목재·직물 같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플라스틱·금속·
시멘트 같은 산업재료, 그리고 전자부품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파트6의 메이커 워크숍에 기준해 재료를 소개합니다. 문방
구에서 살 수 있는 재료부터 만들기에 주로 쓰이는 재료, 그리고 재활용품
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생활 속 재료
문방구 재료

쉽게 자를 수 있고, 접착제에도 잘 붙는 재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드보
드지·우드락·에바폼·빨대·수수깡·종이컵·풍선·하드바·지점토·털실·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과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서 주로 쓰는 재료
들입니다.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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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어린 학습자는 물론이고, 많은 메이커들이 만들기를 할 때 늘 접하는 재료
가 종이입니다. 가장 안전하게(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색종이부터, 인테리어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시트
지·도배지·한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르고 접고 붙이기 쉬운 재료
인 종이는 프로토타입(시제품) 만들기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카드보
드지 같은 종이로 시제품을 만든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 최종
작품을 만듭니다.

다양한 종류의 종이들

직물

크게 천연섬유(면·모·마)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레이온·아크릴)로 나뉩니
다. 가정용과 산업용, 의료용 등으로도 구분합니다. 최근에는 섬유 속에 탄
소나 금속 등의 전도성 물질을 섞어 전기가 흐르는 하는 전도성 섬유도 개
발돼, 섬유에 전자공학을 융합한 작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들기를
할 때는, 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실만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직물들

다양한 재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주로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다루는, 즉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재료들입니다. 공방이나 메이커 스페이스
등 재료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시설에서 작업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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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소프트우드(softwood)와 하드우드(hardwoo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
우드는 가볍고 가공이 쉬워 가구 제작에 많이 쓰이지만 무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우드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느린 하드우드는 조직이 단단
한 편이라 가공이 쉽지 않죠. 대신 휘거나 갈라지는 일이 드물어 고급 목재
로 분류됩니다. DIY 작업에 많이 쓰이는 소프트우드는 가격이 저렴한 것부
터 MDF-합판-집성목-원목 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MDF와 합판, 집성목
은 나무를 이어 붙여 만들죠. 이때 나무를 붙이기 위해 본드를 사용합니다.
MDF 등을 가공 작업할 때 톱밥이나 분진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재는 목공방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목재를
잘라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에서 채취한 목재는 바로
장비에 넣거나 가공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합니다.

1
MDF vs 합판
2
집성목
3
원목

1

2

3

플라스틱

크게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나뉩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해 모양을 만든 다음, 다시 열을 가해도 부드러워지지 않고 단단해집니
다. 에폭시·테프론·페놀·멜라민수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잘 썩지 않고 환경
호르몬(벤젠·페놀·포름알데히드 등)이 나온다고 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죠.
열가소성 수지는 성형 뒤에도 다시 열을 가하면 형태를 변형할 수 있습니
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PET)·PVC·아
크릴·나일론·폴리에스테르·폴리프로필렌·폴리카보네이트 등이 열가소성 수
지입니다.
플라스틱의 리사이클링 여부는 용기에 표시돼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생활용품들.

플라스틱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열을 가했을 때 쉽게 성형할 수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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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살린 재료로 PLA(Poly Lactic Acid)이 있습니
다.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하
기 때문에 자연에서 잘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3D프린터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PLA보다 안전하고 녹는점(60도)이 낮은 플라스틱 신
소재 PCL(폴리카프로락톤)도 있습니다. 3D프린팅과
생명공학이 결합한 3D바이오프린팅(3D프린터로 인
공장기를 프린팅하는 기술)의 소재로 사용되는 PCL
은 저온에서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분류 표.
3-PVC와 6-폴리스틸렌을 제외하고

금속

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

철과 비철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은 용도에 따라 다른 금속(니켈·코

습니다.

발트 등)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고, 다양한 형상으로 가공 생산됩니다. 만들
기를 할 때 접근이 쉬운 금속으로는 판재류 형태, 또는 철사 모양의 선재류,
파이프 형태의 강관류 등이 있습니다.
비철금속으로는 알루미늄·구리·아연·티타늄·텅스텐 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은 잘 녹슬지 않고 열 전도성이 좋아 주방 용기를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구리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 모터 내부의 코일이나, 전선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3D프린터와 3D펜이 사용되는 PLA,
PCL 재료 모습.

티타늄은 주로 합금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가볍고 튼튼한 성질 때문에 제
품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1

2

3

4
1~3
철로 만들어진 판, 선, 관 모양의 재료들.
4,5
8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 알루미늄
호일.
6,7
구리 코일, 구리 전선.

5

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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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자전거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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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건축이나 토목 재료로 쓰는 접합제입니다. 석회석과 진흙, 그리고 적당량
의 석고를 섞은 것을 구워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것은 포틀랜
드 시멘트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죠. 시멘트는 튼튼한
구조를 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 돌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도 시멘트를
시멘트.

사용합니다.
시멘트를 사용해 만드는 또 다른 재료로는 모르타르(mortar)와 콘크리트
(concrete)가 있습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 물을 혼합 반죽한 것을
말합니다. 콘크리트는 모르타르에 자갈을 혼합해 만듭니다. 모르타르는 시
중에 판매하는 것을 구해서 물과 배합해 간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돌
과 타일 등을 붙일 때 사용합니다.

시멘트로 만든 작품.

전자부품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모터부터, 전류를 빛을 변환시키는 LED,
전자제어를 하는 보드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근래에는 아두이노 같은 소
형 제어장치(Microcontroller)와 라즈베리파이·비글본 같은 소형 처리장치
(MicroProcessor)가 다양해지고 사용이 쉬워지면서 메이커들이 많이 활용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공유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나오는 전자회로들은 저전력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는 중입
니다. 전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전자부품은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는 만들기 주제에
따라 스스로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전자부품들은 다음과 같
습니다.
대표적인 전자부품들
아두이노 보드, 라즈베리 파이, 비글본, 갈릴레오 보드 등, LED, 조도센서, 초음
파센서, 피에조 부저, 스위치, 전선, 수축튜브 등, 모터, 서보 모터, 어댑터, 파워
서플라이(SMPS), 배터리, 배터리 홀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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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두이노.
2 라즈베리파이.
3 다양한 형태의 LED.
4 조도 센서 .
5 초음파 센서.
6 스위치.
1

2

3

4

7 DC 모터.
8 서보 모터.
9 리튬 배터리.
10 알칼리 건전지.

5

6

7

8

9

10

11

12

리 사 이 클 링 Re-cycling과 업 사 이 클 링 Up-cycling

집에 굴러다니는 물건 또는 더는 못쓸 것 같아 버린 물건들도 만들기의 재
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린 것을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과 원래의 기능에
서 환골탈태해 새로운 제품이 되는 ‘업사이클링’입니다. 신문지·A4용지·나무
젓가락·빨대·클립·옷걸이·샴푸통·페트병·참치캔·맥주캔·고무·스티로폼 등을 활
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보세요. 실제로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리사이
클링, 업사이클링 작품들도 많습니다.

13
헌 옷으로 만든 작품.
14
키보드 자판으로 만든 연필꽂이.
15
빈병을 활용해 만든 샹들리에. SUP(서울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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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플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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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쓴 화장품 용기를 이용해 만든 의
자. SUP(서울새활용플라자)
2
드럼통을 잘라 만든 의자와 폐직물을
이용한 방석. SUP(서울새활용플라자)

1

2

서 울 새 활 용 플 라 자 http://www.seoulup.or.kr

재활용 소재를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를 연구하고 널리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새활용 소재은행과 새활용 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친
환경 재활용 소재를 구하기 좋고,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해 만들기를 하
는 강좌도 열리고 있습니다.

3
서울새활용플라자. 새로운 활용을
기다리는 재료들.

3

광 명 업 사 이 클 아 트 센 터 h t t p s : // g m u p c y c l e . m o d o o . a t /

업사이클링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와 생활용품 전시회를 볼 수 있습니다. 가
죽이나 가구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작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4
4
페트병을 이용한 조명. 광명업사이클
링아트센터.
5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모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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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종이를 자르기 위해 쓰는 가
위, 식재료를 손질하는 칼도 도구이죠. 이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
반면, 전문가가 사용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도구를 다 알아야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이 쉬운 도구부터 사용해,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문 도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구는 손으로 사용하는 수공구(Hand Tool)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공구(Power Tool)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치수와 무게 등을
측정하는 계측용, 재료를 자르는 절단용, 연결하고 붙이는 조립용, 세 가지
로 나눠 도구를 소개합니다.
수공구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는 공구입니다. 이중에는

1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기본 도구도 있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 소·중·대형
으로 구분되는 공구도 있습니다.
2

측정용

길이를 재고 설계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막대자와 줄자, 원을 그리는 컴퍼

1
다양한 계측도구들.

스, 각도를 재고 그리는 각도기 등이 해당됩니다. 치수를 소수점 둘째 자

2

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도 있습니

길이를 측정하는 아날로그식 버니어

다. 물체의 길이, 원형의 지름과 원통의 안쪽 지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에는 아날로그식과 디지털식이 있습니다.
절단용
3

대표적인 절단 도구는 가위와 칼, 펜치, 톱 등입니다. 만들기를 하다 보면
칼과 가위 같이 자주 쓰는 도구라 해도, 재료와 용도에 맞는 것이 도구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용도에 맞는 절단용 도구를 찾아 나가는 것도
만들기를 하는 과정 중 하나이죠.
가위 역시 자르는 재료에 따라 양철가위, 봉제가위, 식가위, 공업용 가위로
나뉩니다. 심지어 얇은 종이를 자르기에 적합한 가위도 따로 있습니다. 또
안에 홈이 파여 있어 재료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가위도 있죠.
다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니퍼, 펜치(원래는 핀서스 pincers), 플라이어 등 다
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도구도 있습니다. 주로 집게와 절단 역할을 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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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다양한 가위들.
4
집게와 절단 역할을 하는 다양한 모양
과 크기의 니퍼와 플라이어들.

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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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인데, 재료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PCB작업에 적합하도록
‘ㄴ’ 자 모양을 한 니퍼도 있고, 최대한 뾰족하게 만들어서 작은 부품을 조
립하기 편하게 만든 플라이어도 있습니다. 흔히 ‘라디오펜치’라고 하는 펜치
1

는 끝이 얇고 가늘며 단단해서 섬세한 작업을 할때 도움이 됩니다.
칼 역시 어떤 재료를 자르느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커터칼 외에도
스티로폼 전용칼, 골판지용 칼, 아크릴 칼, 유리 칼 등이 있죠. 안전장치 또
는 잠금장치가 있는 칼도 있습니다.

2

가위나 칼로 자르기 어려운 재료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 나
무 같은 재료죠. 이 때는 다양한 종류의 줄톱(직쏘·핵쏘·홀쏘·와이어쏘)을
쓰거나, 둥근 파이프를 자를 때 사용하는 파이프 커터를 씁니다.
그 외에도 구멍을 뚫는 송곳, 정교하게 잘라낼 때 쓰는 조각도, 일정한 모양

3

의 구멍을 내는 펀치,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전선 피복 탈피기, 재료의 표면
을 다듬는 사포 등,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절단 도구가 있습니다. 참고
로, 절단 작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사전에 커팅 매트를 꼭 갖춰야 합니다.

4
1
왼쪽부터 고무칼, 30도 칼, 아크릴칼 등
2
파이프커터(Pipecutter)
3
유리 커터(Glasscutter)

5

6

7

8

9

10

4
다양한 줄톱
5
송곳
6
조각도
7
펀치
8
전선 피복 탈피기
9
사포
10
커팅매트

조립용

두 개 이상의 파트를 결합할 때 사용합니다. 두드려 박는 망치, 못 세트, 나
사를 조이는 방식의 렌치, 스크류 드라이버, 끈적하게 붙여서 결합하는 테
이프와 접착제, 글루건, 그리고 실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바늘, 철사심을 이
용한 스테이플러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힘으로 조립할 때 사용하는 공구로는 다양한 크기의 렌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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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나사선을 만드는 탭과 다이, 막대 모양의 리벳을 박을 때 사용하는 팝
리베터 등입니다.

1
다양한 망치.
2
여러 종류의 나사 못.
3
몽키스패너.
4
육각렌치.

1

2

3

4

5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드라이버류.
6
복스렌치.
7
탭과 다이.

5

6

7

8

8
팝 리베터와 리벳.

테이프와 접착제 역시 종류가 많습니다. 사용할 재료에 맞는 제품을 찾아
야 합니다. 때로는 화학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제
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가 들어간 접착제를 사용하면 스티로폼
은 녹아버립니다. 나무는 액체 접착제를 흡수해 접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조립 도구로는 글루건, 실과 바늘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종이
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스테이플러, 그리고 큰 철심을 박아 나무 등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손 타카도 조립 도구입니다.
9
다양한 용도에 따른 테이프.
10
다양한 본드류.
11
9

10

11

글루건.
12
실과 바늘.
13
스테이플러.
14

12

13

14

손 타카.

전동공구

사용하는 재료의 크기나 강도에 따라 사람의 힘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 공구를 씁니다. 목재나 금속 등 사
람의 힘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재료를 절단하고 조립할 수 있죠. 또 사람 눈
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미세한 차이를 알아할 때, 계측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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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전동 공구는 수공구에 비해 부피가 크고,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자주 사용
하지 않는다면 꼭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구상가나 일부 지역의 공공기
1

관에서도 공구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전동공구는 7차시에서 다루며 전동 장비는 9차시, 디지털 장비는
10차시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2

절단용

두껍고 단단한 재료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동톱, 다양한 날을 이용해 회

1
전동 톱.

전력으로 절단하고 연마·연삭하는 그라인더(Grinder), 등이 있습니다.

2
전동 그라인더.

조립용

전동드라이버와 전기용접기가 있습니다.
안전도구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작업의 성격에
3
3
전기용접기.

따라 꼭 착용해야할 안전 도구를 소개합니다.
장갑

작업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장갑도 다릅니다. 손을 보호하기 위한 목장
갑, 다용도장갑을 시작으로 화학 실험을 위한 내화학성 장갑, 용접을 위한
용접 장갑도 있습니다. 장갑을 끼는 게 더 위험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테이
블 쏘와 같은 회전 장비를 사용할 때입니다. 장갑이 장비에 끼어 손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ㅍ문에 맨손 사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4
4

고글, 안면 보 호구

언제 무엇이 튈지 모르니 눈을 보호하는 고글은 항상 착용할 것을 권합니

다양한 장갑들.

다. 특히 용접과 같은 전문 작업을 할 때는 눈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 고
글을 씁니다. 작업에 따라 큰 파편이 튈 것이 예상된다면, 얼굴 전체를 보호
하는 보호구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5
고글과 안면 보호구.

마스크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샌딩 작업을 할 때 분진이 많이 날립니다. 또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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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사용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방진 마스크는 기능에 따라 급
수가 매겨져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귀마개

1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 또는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될 때
귀마개를 착용합니다. 귀의 구멍 안에 넣는 형식과 귀 전체를 덮는 형식이
있습니다.
2

청소

만들기의 끝은 늘 청소로 마무리합니다. 작업공간만이 아니라 도구 청소도
합니다. 청소는 도구를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도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재료들도 깨끗히 없애줍니다. 도구 청소 방법은 설명서에 나

1
마스크.
2
귀마개.

와 있는 걸 참고하면 됩니다. 또 전동 공구를 청소할 경우에는 전원을 확실
히 분리한 후 청소합니다.
청소 도구는 누구나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작업 공간 바닥에 남아 있는
재료 부스러기들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청소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화학약품이나 본드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제거
할 수 있는 클리너를 구비해둡니다. 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관련 재료를 사용
한 후 청소방법을 알려줘 작업공간 안에 유해물질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청소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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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정부 공구 대여 서비스

sharehub.kr/sharemap/
sharemapProductList.do

함께 생각해 보기

1 도구와 장비를 대여하거나 합리적인 가
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도구와 재료 정보 찾기
메이커운동이 미주·유럽에서 시작되
며 만들기를 위한 도구와 재료도 미
주·유럽의 메이커를 중심으로 많이 전

2 재료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파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구와 재료
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국내 유투버들
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내가 찾는 용도

방법이 있을까요?

와 목적에 딱 맞는 도구와 재료를 찾았

3  재료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면, 인터넷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와
사용 방법이 나온 동영상 등을 찾아 참
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부상 당할 염려가 있는 고위험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5  사용한 재료는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
예) 팝 리베터 검색하기.

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구글에 ‘팝 리베터'를 검색했을 때 나
오는 화면.
다은쌤의 메이커 탐구생활

goo.gl/aQCuhp
가장 기본적인 공구와 재료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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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작업 공간의
구성과 안전

만들기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공간이죠. 메이커 스페이스는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8
차시는 작업 공간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알아보고, 여러 명이 한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소개합니다. 또 만들기를 할 때 알아둬
야 할 안전 규칙과 응급처치법을 소개합니다.

만들기를 위한 공간
만드는 작품에 따라 작업 공간도 달라집니다. 책상 위가 될 수도 있고, 교실
일 수도 있으며, 야외로 나가 작업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작업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물도 쓸 수 있어야
하죠. 작업 공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작업 공간

일단 책상과 의자가 필요합니다. 작업하기 비좁고, 흔들려서 균형이 안 맞는
책상은 위험할 수 있으니, 넓고 튼튼한 작업대를 권합니다. 꼭 책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바닥에서 작업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작
업하기 충분한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에 넓은 작업대를 놓는 바람에 작업
대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
니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업 공간’은 작업대와 사람이 움
직이고 이동하는 공간, 재료와 작품을 보관하는 공간, 폐기물을 놓는 공간
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전기

전기줄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동이나 작업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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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운상가 중정의 작업 공간.
2
캠퍼스D 홀.
공간이 넓어 작업하기 좋습니다.
3
캠퍼스D의 워크숍 룸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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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서입니다. 멀티탭을 문어발처럼 여러 개 연결해서 바닥에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동전선릴을 천장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정용 전기는 단상(Single-phase) 방식을 쓰고, 산업용 전기는 삼상(three
phase: 3개의 전원용 단자를 사용하는 방식. 120도 차이의 3개의 교류 기
전력의 조합을 3상이라 합니다)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삼상이
들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업용의 삼상을 필요로 하는 장
비는 쓸 수 없으며, 접지도 수명이 다해 기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한 공
간에 여러 장비를 갖춰야 한다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전력 양을 확인합니
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기 증설 공사를 고려합니다.
1
캠퍼스D 압축공기 노즐도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2
서울 IoT 센터 작업 공간.

1

1

		
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가 필요합니다. 작업 공간에 싱크대를 만들 수
없어도 물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은 응급상황에도 꼭 필요합니다.
만들기를 하다 무엇인가 급히 행궈야 할 때, 뜨거운 무엇에 화상을 입어 식
힐 때, 눈에 무엇이 들어가서 씻어 낼 때 물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실험실 비상용 샤워기와 비상용 안구세척기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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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응급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하는 곳과 가
까운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기

재료를 자르고 본드를 바르는 작업은 먼지와 냄새를 유발합니다. 작업 공
간의 환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죠. 용접할 때 발생하는 금속분진인 용접 흄
(Welding Fume)처럼, 유해물질이 나오는 작업은 아예 실외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목공을 작업하면 목분이 많이 나옵니다. 집이나 실내에서 톱
으로 작은 나무를 자르는 것까진 괜찮지만, 전동공구를 이용해 나무를 자
르거나 사포질하면 집안 곳곳에 목분이 쌓입니다. 때문에 집진기(기체에서
분진 등을 모아 제거하는 장치)나 집진시설이 잘 갖춰진 공간에서 작업해
야 합니다. 도색 역시 별도의 스프레이 부스가 없는 한, 실내 작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성 요건
메이커 스페이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또 메이커 스페이
스를 유지하려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해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자꾸 방문하고 싶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메이커 스페이스의 방향 성

누구를 위한 곳인지 어떤 작업을 위한 공간인지 메이커 스페이스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장비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이
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본 지역이 있다면, 그곳 사람들이 무
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적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운 상가의 바이오랩 서울(www.facebook.com/biolabseoul/)처럼특정한 주
제나 취미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목공이 주작업
이라면 트럭을 작업장에 바로 댈 수 있는지 등이 스페이스 선정 기준이 될
겁니다. 장소나 장비 구매를 하기 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함께 사용할 사
람들이 원하는 공간의 방향성을 충분히 고민한 후 그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 가장 좋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메이커 스페이스의 내부 설계는 그곳에 들어가는 장비와 작업에 따라 천차

115

Part 3
재료와 도구, 공간과 안전

1
캠퍼스D의 작업실. 창문이 모두 열리
며 주차장과 붙어 있습니다.
2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넓은 과천과학관
1

공간 중 대형 리프트 옆에 위치해 있습

2

니다.

만별입니다. 모든 공간을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있으면 좋을 공
간을 다섯 가지로 나눠 소개합니다.
개인 작업 공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에도 개인 공간은 필요합니다. 메
이커 스페이스마다 개인 공간을 나누는 방식은 다릅니다. 바닥에 선을 그
려 공간을 나누는 곳도 있고, 이동식 파티션으로 개인 공간을 조성하는 곳
3
아티산즈 애슐럼. 오른쪽에 개인 작업
장이 죽 늘어서 있습니다.
사진제공:메이커 다은쌤.
4
3

일본 도쿄의 테크샵. 메이커 스페이스

4

한가운데 개인 작업 공간들이 구성돼

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 또는 개인에게 특정 공간을 임대하는 곳도 있

있습니다.
사진제공:메이커 다은쌤.

으며, 장비나 장비실이 공간의 바깥쪽에 빙 둘러 있고 중앙에 개인 또는 팀
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공간을 구성한 곳도 있습니다.

5
캠퍼스D 워크샵룸1. 조용하고 분진이
없는 작업이나 노트북 사용을 전제로
한 공간입니다.
6
5

캠퍼스D 워크샵룸2. 본격적인 작업을

6

위한 공간입니다. 분진이나 소음이 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공용 공간

소음과 분진이 있는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분리해 공간을 구성합니다.
특히 분진과 가스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비는 아예 각기 별개의 방을
만들어 따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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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2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캠퍼스D의 공간.
3
캠퍼스D.메이커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

2

3

과천과학관의 경우, 소음과 분진이 적은 제작장비 위주의 디지털 제조랩은
오픈 형태로 조성돼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랩을 중심으로 다른 워크숍 공간
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외에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
로 있으면 좋습니다.

4
캠퍼스D 멤버십 전용 탕비실.
5
릴리쿰의 주방.

4

5

네트워킹 공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간식을 먹고 휴식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
과 친해질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따라서 간
단한 취식과 휴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방까지는 아니어도 냉온수 정수기
가 있고 전자렌지와 작은 냉장고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개인 사물함, 그리고 전시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용 공간이지만, 작업에 따라 개인물품을 가지고 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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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퍼스D의 개인 선반.
2
캠퍼스D 창고.
3
1

캠퍼스D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2

마련한 곳. 먼지가 많이 나거나 더러운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복으로 갈아 입
을 수 있고 간단히 씻을 수 있도록 만
들어진 공간입니다.
4
아티산즈 애슐럼의 개인 사물함.

3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4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기간 프로젝트라도 하게 되면 더욱 개인 공간이나
개인 사물함이 필요합니다. 개인 장비와 공구, 재료까지 넣을 수 있는 대형
락커를 유료로 제공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안에서 전시나 판매 공간을 따로 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워크숍 공간에 진열장을 놓고 메이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합니다. 이
같이 잘 정돈된 공간은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운영자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가 24시간 운영되고 모든 장비마다 관리자가 있다면 좋겠
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일정 시간 관리
하는 메이커나 매이커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
신 관리를 맡길 수도 있겠죠.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건
물 입구나 중앙에 인포 데스크를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간 운영자는
작업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나 문제가 발
생하면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고는 보통 한 순간에 일어나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운영자에게 1:1로 장비 사용 설명을 듣습니다.
작업은 운영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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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의 응급처치도 무척 중요합니다. 구급상자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가
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합니다. 운영자는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방법을 숙
지하고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고 숙지시킵니
다. 또 각 장비 위에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적어 놓습니다.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입구 바로 옆
에 붙어 있는 구급함과 안전장비 세

가이드북에서는 작업자와 공간에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을
소개합니다.

트입니다.

작업자 를 위한 기본 안전
➊ 작업장의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앞서 작업장 전체의

안전과 작업 조건, 그리고 작업 과정을 파악합니다.
➋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긴 머리는 뒤로 묶습니다. 종종 사망 사고로 이어

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회전하는 장비를 사용 할 때 반
드시 지켜야 합니다.
➌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슬리퍼, 샌들을 신고 작업하

지 않습니다. 거친 작업을 할 때는 발가락 부분에 쇠로 된 캡이 씌워진 작
업화를 신습니다.
➍ 내 몸을 보호 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합니다. 피부가 드러난 옷을 입고 작

업하지 않습니다. 용접을 하다 자외선에 화상을 입거나, 납땜을 하다가 다
리에 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수 있습니다.
➍ 작업에 따라 필요한 안전 도구를 착용합니다.

도구 사 용시 안전
➊ 도구는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

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도구라도 할지라도 해당 용
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➋ 도구의 사용법을 완벽히 숙지합니다.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면, 도구 사

용법을 잘 아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후 작업합니다.
➌ 도구는 어깨 이상 높이로 들지 않습니다. 어깨 이상 높이는 사용자가 통

제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➍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호 안경은 항상 착용합니다. 눈을 다치면 되

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응급실에는 안과의사가 없습니다. 귀찮아도 꼭 착
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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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도구(특히 전자 도구의 경우)를 운반할 할 때는 끈(전선)을 잡지 않습니

다. 코드를 뽑을때도 선을 잡아서 뽑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➏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도구를 정리해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

다. 도구가 스페이스 공간에 어질러져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➐ 도구를 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힘을 덜 들이고 사용하기 위

해 탄생한 발명품 입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사용하면 다칠 위험이 높아지
고, 도구 역시 망가집니다.
재료 사용시 안전
➊ 재료를 가공할 때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도구(특히 본드 종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화학물질 대부분은 유독합니다.
➋ 재료를 가공하면서 냄새나 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기가 된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먼지가 나는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마스
크를 착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
며,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➌ 재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료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합

니다.
공간 안전
➊ 소화기를 배치 합니다. 투척형 소화기도 같이 배치하면 좋습니다. 알콜이나

락카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불은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➋ 구급 상자를 배치 합니다.
➌ 공간에 혼자 있을때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➍ 문어발식 전원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장비 사용시 전선이 바닥에 어지

럽게 깔려 있고 어지러우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되도록 멀티탭은 천장
형 사용을 추천합니다.
➎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공간이 지나치게 좁으면 안

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법
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각 사고와 상처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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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

찔린 상처를 말합니다. 가장 흔히 일어 나는 사고입니다. 상처가 크지 않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멸균 거즈로 상처 부
위를 압박한 후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창상

칼 등에 의해 날카롭게 베어져 벌어진 상처입니다. 만일 상처가 깊어 동맥
이 손상 되었을 경우 상처 윗부분을 묶는 등의 지혈을 시도하면 출혈이 더
심해 질 수 있습니다. 고무줄 등으로 완전하게 피가 통하지 않도록 묶는다
면 지혈은 되지만 조직은 20분 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이때는 출혈이 있더
라도 멸균된 거즈로 상처를 압박하고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 뒤 빠르게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이 가깝지 않다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응급 처치가 되는 119를 부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친 부위가 손이라면 가능한 수지(手指)접합 전문병원으로 갑니다. 참고로
출혈은 상처 부위에 유해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합니다.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면 조직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지혈하는 것보다 조금
흐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열상

찢겨져서 벌어진 상처입니다. 단순하게 베인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라인더나
원형톱을 사용하다 생길 수 있습니다. 손에서 회전하던 그라인더가 어떤 이유
에서든 불시에 벗어난 경우, 당황한 작업자가 도구를 던지면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전선이 작업자 쪽에 있기 때문에 던진 도구가 다시 돌
아오며 몸을 긁어 심각한 상처를 만듭니다. 또는 그라인더에 목공날을 사용하
다가 날이 깨지며 몸에 박히거나 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모든 공구는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단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지만(모든 사고가 그렇습니다만), 원형톱 등을 사용
할 때 손가락이 같이 잘리는 사고입니다. 다친 손은 고무줄 등으로 동여매 지
혈합니다. 절단 부위는 생리식염수에 세척한 후,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로
감싸 비닐봉투에 밀봉한 다음, 수건으로 한 번 더 둘러 얼음통에 담아 수지
접합 전문병원을 찾습니다. 이때 절단 부위가 얼음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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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한 부위를 수돗물이나 소독약에 씻거나 담아도 안 됩니다.
화상

글루건이나 인두기 등을 사용하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은 붉게
올라온 1도 화상, 수포가 생긴 2도 화상, 표면이 탄화된 3도 화상으로 나뉩니
다. 화상을 입었을 때 최대한 빨리 흐르는 찬 물에 화상 부위를 담가 화기를
충분히 빼면, 손상 정도를 1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수포가 터진 경우엔 감
염의 우려가 있으니, 물에 담그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감전

일반적으로 110V까지는 사망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220V 이
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전 시 근육이 수축해 전선에서 손을 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발을 신은 발로 차거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도
구를 이용해 전선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뒤 전원을 차단하고
119를 부릅니다. 보통 고전압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브
라운관 TV의 뒷부분이나 카메라 플레시등 고전압이 충전돼 있는 부품을
잘못 만지면 쇼크의 위험도 있습니다. 부득이 만져야 할 때는 드라이버 등
으로 방전시킨 이후에 작업합니다. 다만 충전한 전류량이 많다면 드라이버
를 대는 행위도 매우 위험합니다.
기타

앞의 경우보다 확률은 낮지만, 찰과상·염좌·골절상·절상·좌상·타박상·관통
상·교상 등의 다양한 사고는 만들기를 하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해 눈 같은 점막부위가 손상되는 사고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용 세척 장치나 세면기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 작업 분진이
많이 날리는 곳에선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전동공구 등을 다룰
때는 항상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즐거운 만들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안전은 늘 강조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하
고 싶어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대처법을 평소에 꼭 숙지해두
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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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한국에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잘 운영
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2 아이들 스스로 도구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조력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3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공간에 어떤 안내
판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요?

더 알아보기
http://bangjae.jeju119.
go.kr/behaviortips/firstaid/
wound/openwound.htm
상처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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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시

메이커의 작업별 공간과
장비 소개

9차시에서는 작업별 공간과 장비를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
이스의 공간은 만드는 목적과 주재료에 따라 전자·목공·철공·공예·성형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공간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차시에서 언급하는 장비를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닙니다. 작업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부터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설계실
규모가 작은 작업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설계) 작업을 하는 곳입니
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공용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실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시험해 볼 수
있는 3D프린터, 비닐 커터 등의 디지털 장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제작 장
비는 10차시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1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디자인랩.
2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디자인랩.
3
캠퍼스D 워크숍 룸1.
1

2

3

전자 스테이션
납땜과 전자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를 사용한 작업
도 가능합니다. 납땜 시에 나오는 연기는 용접할 때 나오는 연기처럼 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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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많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와 배기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스테이션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철공이나 목공작업처럼 위험하지는
않지만 뜨거운 인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
캠퍼스D의 전자 스테이션. 기초적인

다. 특히 사용한 인두를 어설프게 놓는 바람에 인두가 다른 전선을 녹여

실험 전원과 측정장치 그리고 납땜

합선이 되는 사고도 생깁니다. 인두를 사용하고 항상 올바르게 놓는 습관

을 하기 위한 인두, 납 연기 제거기

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자 스테이션에는 납땜이 돼 있는 칩을 떼어

가 보입니다.

낼 수 있는 리웍 장비와 측정을 위한 오실로스코프, 실험용 전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자 스테이션의 대표 장비
인 두 기·납·납 연 기 제 거 기

전자 스테이션의 기본적인 장비는 인두기와 납입니다. 인두기는 납땜할 때
쓰는 인두 모양의 도구입니다. 일반 인두, 세라믹 인두, 온도가 조절되는 인
두, 고주파 인두, 휴대용 인두 등이 있죠. 납은 크게 일반납(유연납)과 무연
납이 있는데 무연납의 주성분은 ‘주석’입니다. 무연납은 일반납보다 연성이
적고 딱딱해 외력을 가했을 때 깨지거나 땜한 곳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일반납보다 녹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무연납을 사용할 때는 온도가
높은 인두기 또는 온도 조절이 되는 인두가 필요합니다. 작업하기엔 일반납
이 편하고 쉽지만, 무연납은 몸에 해로운 납성분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납땜할 때 나오는 연기는 레진이나 송진이 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납과 직
접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납 연기 제거기가 있거나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서 납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 IoT센터의 납 연기 제거기(왼
쪽). 오른쪽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두기.

납땜 클램프

납땜할 때는 보통 한 손에 인두기를, 다른 한 손에 납을 잡습니다. 이때 납땜을
해야 하는 부품을 잡을 손이 없게 되죠. 납땜 클램프는 기판이나 부품을 잡아
주는 도구입니다. 납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단에 돋보
기가 달려 있는 제품도 있는데, 미세한 납땜을 할 때 유용합니다.
납 제거기
서울 IoT센터의 돋보기가 달린 납땜
클램프.

인두기는 열을 가해 납을 녹게 하지만, 잘못 녹거나 붙은 납을 제거하는 기
능은 없습니다. 납을 제거할 때는 납 제거기를 씁니다. 주사기 모양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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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녹은 납을 펌프로 빨아내는 납 제거기, 전기를 사용해 높은 흡입력으로
납을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녹은 납을 모세관 현상으로 빨아들이
는 솔더윅을 사용해 납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PCB 제작 장비

전자 납 제거기. (서울 IoT센타)

직접 납땜해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판에 이미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인쇄 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이라고 부릅니다. 같
은 전자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PCB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
다. PCB 제작 장비는 비싼 편입니다. 보통 PCB 제작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거
나 소형 CNC로 기판을 파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IoT센터의 PCB 제작 장비.

목공을 위한 공간과 장비
재료가 단단한 목공을 재단할 때는 당연히 사용하는 장비도 늘어납니다.
나무를 절단하고 다듬는 대부분의 장비는 회전 장비로, 소음이 크고, 위
헙합니다. 장비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죠. 목공 작업을 할 때 주변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또 고속 회전장비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
합니다. 장비에 장갑이 끼면 손까지 빨려 들어갈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면 목분이 많이 날립니다. 특히
CNC라우터나 샌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면 많은 양의 분진이 날립니다.
목공 작업은 꼭 전용 공간에서 하며, 작업장에는 진공청소기, 집진시설, 환
기시설을 반드시 갖춥니다. 또한 작업자는 반드시 방진마스크와 고글을 착
용합니다. 작업 중간중간에는 목분을 치워줍니다. 쌓인 목분은 장비를 고장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공 작업을 하
면 부피가 큰 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오는데, 작업장에는 대량의 쓰레기를 임
시보관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목공과 철공 장비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에 따라서 날만 바꾸

1
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 목공실에 잘
갖추어진 집진 시설이 보입니다.
2
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 목공실과 가까
운 곳에 자재 놓는 곳이 있습니다.
3
캠퍼스D의 집진 장치입니다. 압축공

1

2

3

기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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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호환해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비를 호환해서 쓸 때는 반드시 메뉴
얼을 먼저 읽고 허락된 용도에만 장비를 사용합니다. 특히 날이 철공용인지
목곡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합니다.

캠퍼스D의 자재 적하 공간입니다.

목공의 대표 장비
테이블 쏘

나무를 길게 자를 때 사용하는 톱입니다. 책상의 중앙으로 톱날이 올라
와 있습니다. 테이블 쏘 위에 판재 형식의 나무를 올려놓고 밀어서 자르
는 형식입니다. 자르는 과정에서 목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에 집
진기가 붙어 있습니다. 목공 작업시 많이 사용하는 장비지만 잘못 사용
하면 손가락이 잘리는 등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이블쏘 중에
캠퍼스D의 테이블 쏘.

는 톱날이 전류를 감지해 손가락이 닿았을 때 강제로 멈추게 하는 장치
도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전문가에게 사용방법을 충분히 배운 후 작업
합니다.
마이터 쏘

나무를 아래에 두고, 톱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절단하는 장비입니다. 넓
은 판을 자를 수는 없지만 의자 다리와 같은 좁은 폭을 자르는 데 유용합
니다. 자르는 단면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캠퍼스D의 마이터 쏘.

스크롤 쏘

매우 얇은 톱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판재를 자유로운 곡선으로 재단하
기 좋습니다. 소품이나 장난감 제작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다른 전동 톱에 비하면 안전한 편입니다. 나무나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소재는 자르지만 손가락 같이 연한 것은 잘리지 않는 장비도 있습니다.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목공실의
스크롤쏘.

밴드쏘

테이블 쏘와 함께 목공 작업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주로 곡면을
재단하거나 두꺼운 목재를 얇은 판재로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테이블 쏘보
다 다루기 쉬우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벨 트 샌 더·스 핀 들 샌 더·디 스 크 샌 더
밴드쏘(캠퍼스D).

거친 나무를 다듬는 샌더기는 용도에 따라 모양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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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도 있고, 전동공구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샌더기를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드릴 프레스 와 바 이스

드릴 프레스는 재료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장비입니다. 전동 드릴로 구멍
을 뚫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수직 구멍이 필요할 때는 드릴 프레스를 사용
합니다. 바이스는 고정하거나 압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집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목공이나 철공 등의 다양한 작업에서 사용합니
다. 드릴 프레스를 사용할 때도 재료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바이스

캠퍼스D의 드릴 프레스.

로 임시고정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재료에 바른 본드가 잘 붙을 때까지
눌러줄 때도 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철이나 금속을 가공하는 일도 목공처럼 소음이 심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아
서, 별도의 공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용접은 고열을 발생시키기 때
문에 불똥이 생깁니다. 용접하는 주변에는 화재를 유발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금속은 밀도가 높아서 무겁고 매우 단단합니다. 잘못 떨어뜨리면 발을 다치
기 쉽고, 작은 금속칩에 베이거나 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접 할때도 불
똥이 옷에 튀어 옷에 구멍이 날 수 있죠. 철공 작업을 할때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철공을 위한 공간과 장비
철이나 금속을 가공하는 일도 목공처럼 소음이 심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아
서, 별도의 공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용접은 순간적으로 고열을 발
생시키기 때문에 불똥이 생깁니다. 용접하는 주변에는 화재를 유발하는 물
질이 없어야 하며,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금속은 밀도가 높고 매우 단단합니다. 부피가 작아도 무거운 이유죠. 잘못
떨어뜨리면 발을 다치기 쉽고, 작은 금속칩에 베이거나 찔리는 경우도 많습
니다. 용접 할때도 불똥이 옷에 튀어 옷에 구멍이 날 수 있죠. 철공 작업을
할때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철공의 대표 장비
용접기

용접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을 완전히 녹여서 서로 붙이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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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크 용접과 산소 아세틸렌 용접입
니다. 아크 용접은 전기를 이용해 금속에 아크방전을 시켜 고열로 녹여 붙
입니다. 이때 용접을 하는 사람도, 관찰하는 사람도 맨눈으로 용접의 불빛
을 보지 않습니다.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실명할수 있으므로
용접 전용 헬멧을 꼭 착용합니다. 산소 아세틸렌 용접은 산소와 아세틸렌
혼합가스를 태울 때 생기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 방법입니다. 이외에 알루미
늄도 용접할 수 있는 TIG(Tungsten Inert Gas)용접, 강성이 중요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쓰이는 MIG(Metal Inert Gas)용접, 건전지의 단자를 달 수 있는
스팟 용접 등 여러 가지 방식과 용도에 따른 용접기가 있습니다. 용접 전에
는 반드시 주변에 소화기가 준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기기의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자세히 읽은 후 작업합니다.
선반

선반은 재료를 고정하고 회전시킨 후 공구(칼날)를 접촉해 가공하는 장비입
니다. 목공용 선반이 끌을 손으로 잡고 가공한다면, 금속용 선반은 레버를 움
직이면서 정밀하게 움직여 가공합니다. 단순히 금속을 깎는것 뿐만 아니라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철공실의 선반.

소용돌이 모양을 한 나사선 같은 형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선반은 전문가용
장비이기 때문에, 한두 번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사용법을 익히기 어렵습니
다. 선반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도 있습니다.
밀링

밀링은 선반과 다르게 공구(칼날)가 회전합니다. 형태는 드릴 프레스와 비슷
하게 생겼습니다. 날을 위아래로 움직여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재료를 고정한 바닥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 긴 홈을 파거나 면을 깎아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철공실의 밀링.

내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압잭

유압잭은 무게가 있는 재료를 이동하거나, 작업을 위해 잠시 들고 있는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 입니다.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철공실 유압잭.

성형 도장을 위한 공간과 장비
사실 성형실과 도장실, 후가공실을 각기 다른 장소에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각 공간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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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이럴 때는 작업 구역이라도 나눠 놓습니다. 색을 입히는 도장실은 습
기와 먼지가 적은 장소여야 합니다.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도장 박스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용제, 화학 페인트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장실
공간과 도장 박스 안에는 공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후가공실은 주로 표면 처
리를 위해 샌딩작업을 많이 합니다. 후가공실에서 발생한 먼지는 도장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성형실 역시 작업에 따라 실리콘 몰드 제

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 도장실.

작 등 다양한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합니다.
성형 도장 을 위한 장비
에어 브러쉬와 스프레이건, 그리고 도장박스

에어 브러쉬, 스프레이건은 압축공기의 힘으로 물감 또는 페인트를 작품에
고르게 바르는 장비 입니다.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가 함께 필요하죠.
페인트가 사방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도장박스 안에서 작업합니다. 도장박

왼쪽의 파란색 스프레이건과 도장박
스.사진은 과천과학관 창작공방 도장실.

스 안에는 환기를 위한 공조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진공성형기

플라스틱 수지에 열을 가한 후 진공의 힘을 이용해 수지가 판에 붙도록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진공성형기를 잘 활용하면, 실리콘이나 FRP를 사용한 몰
드 제작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제작시간이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
다. 요즘에는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소형기기도 있습니다. 3D프린팅
후 몰드 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팹랩 청주의 진공 성형기.

공예 공간과 장비
공예는 재료에 따라 크게 도예·섬유·가죽·주얼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업에 따라 도예 가마처럼 전용으로 쓰는 곳도 있고,대형 장비가 여럿 필
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 작업하는 곳에는 공업용 재봉틀이 있습니다. 공업용 재봉틀은 힘도 세
고 손가락이 들어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사용해야 합니다.
공예용 장비

각각의 공예 작업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이드북에서
전부 소개할 수는 없어서, 관심 있는 작업을 자세히 검색해보고 직접 작업
공간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릴리쿰의 니팅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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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팅 머신

기계 니트라고도 합니다. 니트를 쉽게 짤 수 있으며, 무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리소 그래프 복 사기

아트북 등을 만들 때 쓰는 인쇄기입니다.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두꺼운 종
이에도 잉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색의 가지수에 따
릴리쿰 리소그래프 복사기.

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프레스기

판화를 눌러서 종이와 천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촬영실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제작 과정이나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두
릴리쿰 프레스기.

기도 합니다. 영상 촬영이나 녹음까지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
니다. 전문가가 쓰는 DSLR 카메라와 스트로보가 구비돼 있다고 해도, 제대
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촬영장비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직접 촬
영해도 좋으나, 사용법을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은 포토부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겁니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으면서 아무 것도 없는 빈 벽면이나 소형 포토부스를 배
경 삼아 촬영하면 됩니다. 포토부스는 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주변에서
박스를 구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부스는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는 구
멍 부분만 뚫려 있고 나머지 면은 빛이 통과하는 흰색 천을 이용해 만듭니다.
주변에 전등을 놓은 뒤 포토부스 안이 고르게 밝아진 후 촬영하면 됩니다.

전문 촬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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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같은 공간을 사용해도 되는 작업과 반
드시 따로 작업해야 하는 작업을 구분
해 봅시다.

2 위에 소개한 공간 말고, 또 어떤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3  목공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공 주문을
해서 집에서 조립하는 작업과 메이커
스페이스로 원판을 주문해 화물로 받은
다음 가공하는 것의 장단점을 생각해봅
시다.
더 알아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Tools: How They Work and How
to Use Them’
Platt, Charles 지음 | Maker
Media, Inc |
‘The Big Book of Maker Skills’
(Popular Science)
The Editors of Popular Science
Magazine 지음 | Weldon 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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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디지털 제작과 활용

우리는 1인 제작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차시에서도 설명했듯, 디
지털 제작(Digital Fabrication) 장비가 널리 보급된 덕분이죠. 덕분에 특정 소
비자를 대상으로 디자인하는 일도 가능하고, 원하는 물건을 맞춤 제작할 수
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세
상이죠.
파트4에서는 디지털 제작과 활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0차시는 개인 메이커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소개하고 디지털
제작 장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11차시는 메이커가 사용
할 수 있는 오픈 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용하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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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시

디지털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비

디지털 제작이란
디지털 제작이란 제작 장비가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일종의 제조 공정을
말합니다. 사용법은 배워야 하지만, 숙련된 기술의 제작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기술은 컴퓨터 설계 프
로그램(CAD: Computer-Aided Design)이 도와주죠. 오픈소스를 활용해 다양
하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 때보다 정확하고, 시간도 단축됩
니다.
디지털 제작을 하려면,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온라
인을 통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디지털 제작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죠. 디지털 데이터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인스트럭터블(instructable), 메이크쉐어(makeshare) 등
이 있습니다. 그밖의 다양한 사이트는 11차시, 13차시에서 더 자세히 소개
합니다.

디지털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제작 장비를 작동시키려면 프로그램과 명령어의 조합인 파일(디지
털 데이터)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비 작동을 위한 CAD파일은 어떤 소프
트웨어(툴)를 통해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 계 프 로 그 램 C A D Computer Aided Design

디지털 제작 장비를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2D 또는 3D데이
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CAD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자신의 프로젝트 용도
에 맞는 CAD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CAD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 기반’입니다. 2D와 3D CAD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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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설계 프 로 그램

레이저 커터와 CNC 장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평면 설계는 2D 설계 프로
그램을 사용합니다.
A u t o C A D 오토 캐드
autodesk.co.kr/products/autocad/(유료, 학생 무료)

오토 캐드는 2차원·3차원 디자인, 제도(설계)를 위한 대표적인 상용 CAD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최초의 CAD프로그
램(1982)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토 캐드의 기본 파일 형식은 DWG(확
장자)이었으나, 현재는 호환을 목적으로 한 DXF가 CAD데이터의 표준입

Autocad.

니다.
L i b r e C a d 리브레 캐드
librecad.org (오픈소스, 무료)

오픈소스로 제작된 무료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리
브레 캐드의 인터페이스와 핸들 개념은 오토 캐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비
슷한 유형의 CAD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breCad.

리브레 캐드는 오토 캐드의 DXF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파일을 가져오고
저장하며, 다른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I l l u s t r a t o r 일러스트레이터
www.adobe.com/kr/products/illustrator.html (유료)

어도비에서 개발한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입니다. 벡터 드로잉 파일은 용량이
적고 그림을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선명합니다. 어도비 포토샵과 더불어 그래
픽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그램·픽토그

Illustrator.

램·CI(Corporate Identity)·캐릭터 작업을 할 때 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합
니다. 또 레이저 커팅을 위한 도안 작업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I n k s c a p e 잉크스케이프
inkscape.org (오픈소스, 무료)

벡터 그래픽 편집기입니다. 오픈소스로 제작된 무료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잉크스케이프의 고유 파일 형식은 SVG이며, 어도
비 일러스트레이터도 같은 형식을 지원합니다.

Ink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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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설계 프 로 그램

모델링 구현 방식에 따라 와이어 프레임(Wireframe), 폴리곤(Polygon), 서페
이스(Surface), 솔리드(Solid)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메이
커가 많이 사용하는 대표 프로그램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F r e e C A D 프리 캐드
freecadweb.org (오픈소스, 무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기계 공학 및 제품 설계
는 물론이고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설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FreeCAD.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3D모
델링 데이터 설계가 가능합니다.
T i n k e r C A D 팅커 캐드
tinkercad.com (무료)

웹 기반의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조가 직관적이고 간단해 3D모델링이 처음인 메이커가 사
ThinkerCAD.

용하기 좋습니다.
S k e t c h U p 스케치업
sketchup.com/ko (유료, 조건부 무료)

무료 버전인 ‘프리 free(원래 무료 버전인 스케치업 메이크는 단종됐습니다)’
와 유료 버전인 ‘프로 Pro’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스케치업의 기본 모
SketchUp.

델링이 제공되고 2D변환을 통해 jpg, png 같은 2D파일로 변환이 가능합니
다. 또 다양한 건축 라이브러리가 제공됩니다.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 일하
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메이커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거
나 인테리어를 구상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 u s i o n 3 6 0 (퓨전 360)
autodesk.co.kr/products/fusion-360/ (유료, 학생 무료)

퓨전 360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2D와 3D모델링·렌더링·애니메이션·시뮬레
이션·CAM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3D모델링 뿐
만 아니라 ‘슬라이서 포 퓨전 360(Slicer for Fusion 360)’ 프로그램을 사용
Fusion 360.

하면 3D모델을 조각내어 레이저 커터로 만들 수 있는 도면 데이터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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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니다.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등 디지털 제작 장비와 연결해서 사
용이 가능합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메이커가 취미로 사용할 경우에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발 ( 코딩 ) 을 위한 프 로 그램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
밍(코딩)을 해야 합니다.
E c l i p s e 이클립스, eclipse.org

오픈소스 기반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
다. 무엇보다 이클립스의 최고 장점은 C, C++, 파이썬(Python), 자바(Java),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등 거의 모든 컴퓨터 언어의 통합 개발 환경을 지
원한다는 점입니다.

Eclipse.

A r d u i n o S k e t c h 아두이노 스케치, arduino.cc/en/Main/Software

피지컬 컴퓨팅 하드웨어로 널리 사용하는 아두이노(Arduino)를 동작시키기
위한 편집기, 컴파일러, 업로드 등이 합쳐진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디지털 제작 장비

Arduino.

디지털 제작 장비 중 가장 보편화된 레이저 커터와 3D프린터 그리고 CNC
를 소개합니다.
레이저 커터

레이저 커터는 평면 소재를 절단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빔을 사용
해 재료를 관통하고 절단하죠. 컴퓨터로 디자인한 패턴 및 모양으로 재료
를 잘라냅니다. 원래 레이저 커터는 대량의 재료를
자르기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한 전문
장비였지만, 지금은 일반인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방
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목재, 아크릴, 종
이 및 판지를 절단할 때 사용하지만, 여러 개의 평면
을 조립하는 형태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
료에 따라 패턴 형태로 잘라내면 유연하게 구부러지
는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38

MDF 합판에 레이저 커터로 그림을 그
리고 절단하고 있다.
사진제공: 임병률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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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커터의 종류

레이저 커터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CO2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네오디듐 레이저입니다. 각 레이저 유형마다 특정 출력 범위
가 있어 재료의 소재와 두께에 따라 다른 종류를 사용합니다.
레이저 커터로 자른 후 조립해 만든
자동차.
사진 제공: 임병률 메이커.

레이저 커터 프 로 그램

레이저 커터에는 컴퓨터로 작업한 라인을 레이저 커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
으로 변형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dxf 파일 확장자
를 가장 많이 지원합니다. 2D CAD나 일러스트 그리고 3D CAD 스케치를
dx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 강도,
속도, 작업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팹랩 청주의 레이저 커터.

레이저 커터 작업 공간

사진제공: 팹랩 청주

레이저 커터가 재료를 절단할 때 재료가 타거나 녹으면서 유해 연소 가스와

ablab-cheongju.org

분진이 발생합니다. 작은 레이저의 경우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환기와 집진 시설을 잘 갖춘 공간에서 사용합니다.
3D프린터 적층가 공

3D프린팅은 분말·액체·고체 형태의 특정 소재를 3D프린터를 통해 분사하
고 적층해,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먼저 구현하고자
하는 물체를 3D모델링을 통해 3D디지털 데이터를 만듭니다. 슬라이싱 프
로그램을 사용해 매우 얇은 단면(약 0.015~0.10mm)을 한 층씩 쌓아 결과
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이라고도 부릅니다. 입체물을 기계가공 등을 통해 자르거나 깎는 절삭
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3D프린팅을 덕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생산이 가능한 모형이나 내부에 공간이 있는 구조
등의 제품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3D프린터는 프린팅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F D M Fused Deposition Modeling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고체 재료를 가열해 녹인 후, 노즐을 통해 분출시켜서
FDM 방식 프린터.
사진제공: 팹랩 청주
ablab-cheongju.org

적층합니다. 크게 노즐이 X, Y, Z 방향으로 움직이는 직교형과 세 개의 축
이 삼각형 모양으로 체결된 델타형(Delta)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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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방식으로 출력한 다양한 결과물.
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S L A Stereo Lithography Apparatus

액상 수지 재료를 레이저를 사용해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최초의 3D프린
팅 기술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보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세 형상의 기둥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섬세
한 모서리를 만들어내는 등, 형상을 구현해 내는 능력이 좋습니다.
SLA 방식 3D 프린터.

S L S Selective Laser Sintering

사진제공: 팹랩 청주

분말 재료를 사용하고, CO2 Laser를 주사해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fablab-cheongju.org.

나일론을 주소재로 사용해 온도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속 분말
을 이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D L P Digital Lighting Process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사용하며, 백만 개 이상의 작은 거울이 반사하는 빛
으로 광경화성 수지를 고형화하는 방식입니다. 뛰어난 미세 형상 능력을 자
랑하죠. 현재는 보급형 장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 리 젯 PolyJet

DLP 3D 프린터. 아래는 초록색 광경

광경화성 액상 재료를 헤드를 통해 분출하고, UV램프로 분사한 재료를 경

화성 액상 수지가 있고 위에는 출력된

화시켜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액상 재료는 아크릴 계열의

작은 에펠 타워가 있습니다.

재료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슬라 이서 프 로 그램

3D프린터를 통해 실물 제작을 하려면 3D데이터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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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메이커 다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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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합니다. 슬라이싱 3D 모델 데이터를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나누어진 데
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3D모델 데이터는 프린터로 출력 전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슬라이싱한 후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G-code로 변환합니다. G-code는 수치 제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래
밍 언어를 말합니다. 기계를 자동 제어하거나 디지털 제작 장비의 움직임을
지원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조정한 값에 따라, 같은 프린터로 프린팅하더라도 품
질의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3D프린터 구입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하거나, 무료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NC 절삭 가공

CNC는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의 약자입니다. 디지
털 데이터를 프로토 타입으로 생성할 때 쓰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
다. CNC는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프로그램을 통해 코드를
입력해 엔드밀을 조작하는 전기기계 장치입니다.
팹랩 청주의 소형 CNC 장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플라스틱 또는 목재를 가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진제공: 팹랩 청주

CNC로 금속 가공을 할 때는 절삭유(금속 재료를 가공할 때 절삭 공구부

ablab-cheongju.org

에 쓰는 윤활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작업할 것을 권합니다.
C A M 프 로 그램

CNC 가공 G-code는 수동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AM
프로그램을 사용해 CAD 파일을 자동으로 읽고 G-code 프로그램을 생성해
CNC 공작 기계를 제어합니다.
CNC 가공

CNC 가공은 일반적으로 정밀 가공, CNC 가공 선반, CNC 가공 및 밀링 기
계, CNC 가공 보링 및 밀링 기계를 말합니다. CNC를 이용하면 정밀도가 높
고 빠르며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CNC는 특히 특히 합판·플라스틱·폼 보
드·금속 가공에 용이합니다.
CNC 작업 공간
대형 CNC 장비.
사진제공: 상우정공
cafe.naver.com/axiscnc

CNC는 분진과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된 공간 안에 두고 사용
합니다. 집진용 튜브는 물론 내부에 청소기도 필요합니다. 이때 CNC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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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컴퓨터는 CNC작업공간 밖에 설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 중에 나
오는 분진이 컴퓨터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CNC장비를 둔 공간 안
에 크기가 큰 재료가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방향과 동선을 고려하
는 것이 좋습니다.
1
과천 과학관 창작공방의 CNC실. 작업용
컴퓨터를 공간 밖에 설치했습니다.
2
과천과학관 창작공방의 CNC실 내부 모
습입니다. 왼쪽에 대형 집진 시설이 보입
니다.
1

2

그외 디지털 제작 장비
비닐 커터기

비닐 커터기 또는 평판 플로터라고 합니다. 종이나 시트지 등 얇은 재료를
칼날로 재단하는 장비이죠. 로고나 문구를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비닐 커터
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디자인한 모양 그대로 잘라줍니다. 레이저로 절단
하는 레이저 커터와 다르게 칼날로 자르기 때문에 그을린 면이 없이 깔끔
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3
대형 비닐커터
사진제공: 팹랩청주
http://fablab-cheongju.org/
4
데스탑용 소형 비닐커터.
사진제공: 릴리쿰.
3

4

디지털 자 수기

수작업 바느질을 컴퓨터로 프로그램화해 자동으로 자수를 놓는 장비입니다.
손으로 직접하는 전통 자수는 매우 아름답고 퀄리티가 높지만 자수를 완성하
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전통 자수를 배우는 과정도 무척 어렵고 까
다롭습니다. 디지털 자수기와 프로그램의 발명으로 일반인도 자수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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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V 프린터

철판이나 유리, 아크릴 같은 소재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장비입니다. 일반 프
린터에 UV램프가 장착돼 있어 잉크를 분사하고 순간적으로 건조시키는 방
식입니다. 전용 UV잉크가 개발되면서 작업 시간이 감소하고 후작업 처리가
생략됐습니다. 빛에 의한 경화 방식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내성이 강한 편입
니다. 야외에서도 대략 5년간 큰 변색없이 원래 색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컬러 이미지와 화이트 이미지를 연속으로 인쇄할 수 있어서, 투명 소재의
앞뒤 양면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작 장비 구매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제작 장비는 다양합니다. 작업의 크기나 사용
하는 주재료의 목적에 따라 장비의 크기가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집니다. 이
번에는 디지털 제작 장비를 구매하기 전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장비를 구매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장비 구매시 고려할 점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정보 ,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온라인에 디지털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
터넷 검색을 통해 디지털 장비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10차시 마지막 ‘더
알아보기'에 나온 메이크올 주소를 통해 지역 주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 찾아가 장비의 실물을 보고
장비 교육에 참가해보세요. 실물을 직접 보고 다뤄본 후에 개인 공간에 설
치가 가능할지 따져봅니다.
디지털 장비 용도 확인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구매해야 할 장비가 다릅니다. 무작정 구매하기보다
자신이 진행할 프로젝트를 꼼꼼히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필요
한 장비를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장비와 공용으로 활용할 장비를 구
분한 후, 구매를 고민합니다.
디지털 장비 사양 결정

이름 있는 브랜드의 장비나 높은 사양의 장비를 구매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장비는 가격이 비쌉니다.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주변의 메이커들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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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대화를 나눠본 후 자신에게 가장 맞는 장비 사양을 결정해 구매합
니다.
		
A /S 기간 확인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일정한 A/S기간이 지나면 돈을 지불하고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장비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A/S기간이 얼마나 되
는지, 고장이 났을때 어떤 방식으로 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용 장비 구매시 고려할 점
메이커 스페이스 사 용자 에게 필요한 장비

누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사용할 재료는 무엇이고 가공 사이즈는 어떻
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메이커 스페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과 논의
하고 장비를 구매합니다.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채 구매한 장비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용 공간에 대한 이해

디지털 제작 장비를 공간에 둘 때는 전기, 하중, 환기 같이 고려해야 할 사
항이 많습니다. 원하는 장비를 메이커 스페이스 안에 둘 수 있는 환경이 가
능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싼 장비보다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맞는 장비

메이커 스페이스는 충분한 예산으로 운영되기보다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꼭 필
요한 장비만을 구매합니다. 가끔씩 사용하는 장비는, 그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비 관리자

공용 장비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A/S 비용을 줄이고 지속
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 관리자가 따로 있는 편이 좋습니
다. 또 관리자는 장비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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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에게 필요한 디지털 제작 장비는 무
1 나
엇일까요?

2 메이커 활동에 디지털 장비가 꼭 필요
할까요?

3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주의해
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더 알아보기
궁금한 디지털 제작 장비가 있
다면 직접 찾아보세요. 메이크
올 사이트(www.makeall.com/
reservation/?tsort=4&msort=)
에서 국내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검
색합니다. 각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장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 내 장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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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시

디지털 제작에서의
오픈소스 활용법과 저작권

처음 만들기를 시작할 때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만들기를 참고하게 되고, 요
즘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면서 풍부한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발생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오픈소스
운동입니다. 이번 차 시에서는 오픈소스운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오늘날
의 메이킹 활동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크게 어떤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구현한 프로그램 영역과 만들
어진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공동창작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작품들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 후 참여를 유도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오픈소스를 이용
해서 영리 또는 비영리로 만들고 공개할 때는 지켜야 하는 에티켓으로 다
양한 라이선스들이 존재합니다. 공개된 타인의 작품을 참고하여 나의 작품
을 만들고 공유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픈 소스 프로그램 운동의 기원은 1980년대 초반 프로그램의 상용화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에 반대하여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자유프로그램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만들고 자유 프로그램 운
동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더
불어 리눅스가 성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용 프로그램 업체들
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가 만들어졌습
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프로
그램 산업을 극복하고 자국의 프로그램 기술 수준 향상 및 산업을 성장시키
기 위해 오픈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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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SI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로 인정 받을 수 있는 9가지 ‘라이선스’ 조
건을 정의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분석하여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 및 수정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그룹 또는 이용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두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부여함
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SF 등의 권리
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면, 프로그램의 배포가 더는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한 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배상 등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베디드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내장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거나
Recall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명확
히 이해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론
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용 프로그램 라이선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에 비하면 오픈 소스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를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오픈 소 스 프 로 그램 라 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일반적인 프로그램 라이선스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일반 상용 프로그램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의 권리자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
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하지
만 상용 프로그램처럼 그에 따르는 로열티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대신 몇 가
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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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프로그램를 재배포할
때 저작권 표시를 할 것과 준수 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
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BSD 4-Clause 라이선스 (Original BSD 혹은 Old
BSD 라고도 불림)에는 “광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생저작물
의 모든 홍보물에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1999년 7월
이를 삭제한 BSD 3-Clause 라이선스 (Modiﬁed BSD 혹은 New BSD 라고도
불림)가 만들어졌습니다. BSD 4-Clause 라이선스의 광고 조항은 별도의 제
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GPL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SD 4-Clause 라이선스로 배포된 오픈소스가 GPL 프로그램을 사
용하는 구조라면, 저작권자에게 BSD 3-Clause 라이선스로 변경하여 해결
하라고 FSF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인 GENIVI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금
지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BSD 4-Clause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SD 3-Clause 라이선스에서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홍보에 최초개발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BSD 2-Clause 라
이선스입니다. 이는 BSD 라이선스 중 가장 간략하고 의무사항이 덜한 라이
선스로 볼 수 있습니다.
Apache 라이선스

Apache 라이선스는 아파치 프로그램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서 만들어 배포한 라이선스입니다. 1.0과 1.1 버전은 BSD와 비슷하게 간단
한 내용만을 담고 있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 버전은 2004년에 배포
된 것으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포 시의 의무사항으로는
저작권, 특허, 상표, 권리귀속(attribution)에 대한 고지 사항을 소스코드 또
는 "NOTICE" 파일 등에 포함할 것과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
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수정하여 배포할 경우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한 안내 문구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라이
선스로 배포할 필요는 없으며, 소스코드 제공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기본
적으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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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N U G e n e r a l P u b l i c 라 이 선 스 GPLv2

자유 프로그램 재단(FSF)에서 만든 자유 프로그램 라이선스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GNU-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라는 네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
스는 프로그램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 고안되
었습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두에
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
유 프로그램 재단의 프로그램 대부분을 비롯하여,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정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유 프로그램
재단의 프로그램 중 일부는 이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MIT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MIT License)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해
당 대학의 프로그램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입니다. MIT 라
이선스를 따르는 프로그램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
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따르는 대표적 프로그램로 X
윈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픈 소 스 프 로 그램을 사 용할 때 주 의 점
공통적 준수사항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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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
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선택
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 '특허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저작권이란 표현된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이며 저작물의 창작과 함
께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SW의 경우는 소스코드에 프로그램의
이름과 개발자, 버전,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
들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는다.
오픈소스SW는 거의 대부분 소스코드 상단에 개발자 정보와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개발자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GPL 등 수정된 결과물을 다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상호주의(reciprocal)' 라이선스들의 경우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소스코드상의 개발자 정보가 수정, 삭제된 채로 외부에 공개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는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품명 중복 방지

SW의 제품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오픈소스SW의 경우에 이
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
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오픈소스SW일수록 해당 오픈 소스
SW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 리눅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SW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서로 상충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라이선스의 양립성 (Compatibility) 문제라고 합
니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 오픈소스SW를 결합하는 경우 반드시 두
개의 라이선스가 서로 호환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준수 사항

선택적 준수사항은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PDF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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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의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부분(3.2)를 참고하
기 바랍니다.
www.olis.or.kr/images/egovframework/olisImage/common/OpensourceSW_
License_Guide.pdf
이용 여부 명

많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들은 SW를 이용할 때 해당 오픈소스SW가 이
용되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SW는 오픈소스SW인 무
엇 무엇을 이용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용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라는 것
입니다. 이용자 매뉴얼이나 기타 매뉴얼을 대체하는 매체가 있다면 그곳에
기술하면 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

오픈소스SW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 해
당 부분의 소스코드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적인 라이선스로 GPL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공개 범위는 각각의 라이
선스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와 SW를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어떤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 경우 해당 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특허권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오픈소스SW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
러나 특허 기술을 오픈소스SW로 구현할 경우 라이선스 때문에 오픈소스
SW 관련 특허권 문제는 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최근 SW특허가 급격히 증
가하면서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픈소
스SW 라이선스들에서는 특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 소 스 프 로 그램 라 이선스 정 보 의 제 공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배포하는 프
로그램 내에 어떠한 오픈소스가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프
로그램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오픈소스를 파악하는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도구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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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하 는 방법

주요 오픈소스의 패키지 내에는 라이선스 정보를 나타내는 파일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내에 LICENSE, COPYING 등의 이름으로 존
재하며, 오픈소스 사용자는 이 파일을 통해 패키지가 어떤 오픈소스 라이
선스로 배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 는 방법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는 다음 세 가지 형태
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➊ 문자열 검색 도구 소스코드 내의 문자열을 검색하는 도구
➋ 코드 스캔 도구 실제 소스코드 내용을 스캔하여 오픈소스코드와 비교
하는 도구
➌ 바이너리 스캔 도구 소스코드 없이 바이너리를 스캔하여 오픈소스를 확
인하는 도구

문자열 검색 도구

FOSSology
http://fossology.org

Ninka
http://ninka.turingmachine.org

TripleCheck
http://triplecheck.net/download.html

Palamida
http://www.palamida.com

OpenLogic
http://www.roguewave.com/productsservices/open-source-support

코드 스캔 도구

Black Duck Protex
https://www.blackducksoft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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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스캔 도구

BAT
http://www.binaryanalysis.org

Codenomicon AppCheck
http://www.codenomicon.com/products/appcheck/

오픈소스 하드웨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오픈소스 하드웨어(이하 OSHW)는 기술적으로 디자
인된 물리적인 가공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픈 소스 프로그램(Open Source
Software, 이하 OSS)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문화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OSHW는 OSS와 추구하는 철학이나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공통
점이 많습니다. 오픈소스 운동은 기본적으로 ‘부채의식’과 ‘세상을 향한 기
여 의무’를 전제합니다. 즉, 내가 설령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더라도 이는 수
레바퀴 발명부터 누적된 인류기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며, 따라
서 자동차 제작 중에 새로 얻은 노하우 역시 당연히 공개하여 더 나은 세
상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 OSHW 운동의 기본 논리입니다.
하지만 OSS와 달리 OSHW는 물리적 재료 그리고 이것을 가공할 툴과 설비
가 필요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배송할 물류시스템이 필요한 점에서 OSS
와 다르며 또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픈소스를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 주의점

오픈 소스 하드웨어 (OSHW)는 누구나 만들고 수정,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인공물 – 기계,
장비 또는 기타 실체가있는 것 -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정의는 오픈 소
스 하드웨어 라이선스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자원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에서 하드웨어는 프로그램와 다릅니다. 따라서 OSHW 라이선스에 따
라 제작물 (“제품”)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그러한 제품이 원래의 설
계자가 제조, 판매, 보증 또는 승인된 것으로 암시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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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고, 또한 원래 설계자가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
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라이선스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배포 조건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문서

하드웨어는 디자인 파일을 포함하는 문서와 함께 공개되어 있어야하며, 이
디자인 파일의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해야 합니다. 문서가 실제 제품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재생산 비용으로 문서를 얻을 수 있도
록 잘 알려져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과금없이 다운로드가
바람직합니다.
문서는 예를 들어 CAD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 처럼 수정을 위해 적합한 포
맷의 디자인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컴파일된 컴퓨터 코드 같은 중간 형
태, 예를 들어 CAD 프로그램의 거버 파일(최초의 PCB용 Design은 Gerber
Format이며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Format)는 대체품으로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는 디자인 파일이 그 사양이 완전히 문서화된 오픈
파일 형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

하드웨어의 문서는 그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면, 라이선스하에 공개 된
것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필 요한 프 로 그램

라이선스된 디자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 필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베디드 또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오픈 소스 프로그램를 쉽게 작성해서 디바이스가 제대로 동작하여 그 필수 기능 충
족 시킬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
서는 자세한 신호의 타이밍 다이어그램 또는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의사 코드에 대한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필요한 소트트웨어는 OSI가 승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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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물

라이선스는 변경과 파생물을 허용하고 원본과 동일한 라이선스하에서 배
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제조, 판매, 배포, 디자인 파일로
부터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 디자인 파일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의 파생 작업
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 유로운 재배포

라이선스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문서들을 팔거나 배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이러한 판매에 대한 사용료
및 로열티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파생물의 판매에 사
용료나 라이선스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귀속

라이선스는 디자인 파일, 생산된 제품 또는 그 파생물을 배포할 때 파생된
문서, 장비와 관련된 저작권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일반적
으로 장치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식을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선스는 파생물
이 원래 설계와 다른 이름이나 버젼 번호를 가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차별 금지

라이선스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구별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라이선스는 (제조 된 하드웨어 포함) 제작물의 특정 활동 분야에서의 이용
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사업에 사용되거나 핵 연구
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선스 배포

라이선스에 의해 승인 된 권리는 추가 라이선스의 실행을 필요로하지 않고
제작물을 재배포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특정 제품에 국한 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선스에 의해 주어진 권한은 특정 제품의 일부가 되는 라이선스된 제작

155

Part 4
디지털 제작과 활용

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작물에서 일부분이 추출되어 그 라이선스 하에
서 사용 또는 배포 된 경우에는 그 제작물을 배포 한 각 당사자는 원래 제
작물에 주어진 것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라 이선 스 는 다 른 하드웨어나 프 로 그램를 제한 하지 않 습니다.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된 제작물의 집합체나 파생물이외는 제한을 두지 않
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된 제작물과 함께 판매되는 하드웨어를 오픈하
라고 하거나 오픈 소스 프로그램 만을 사용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선스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도 개별 기술, 특정한 부품, 소재, 인터페이스 형태나
그 이용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현재 메이커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
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해 저작권은 유지하면서도
적어도 비상업적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사, 배
포,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 이들을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또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인정
을 받도록 해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모두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며, 저작권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기본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해 추가적인 이용 허락을 부
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는 라이선스를 고르는 단계에
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먼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것
인지, 그리고 2차 저작물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
자가 해당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할수록
디지털 공유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은 많은 오픈소스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GNU의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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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는 공정거래 등의 저작권법의 예외 및 제한과 같이, 저작권으
로 보호되지 않는 창작물의 사용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되고
라이선스에서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
자는 반드시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이용자는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를 반드시 밝히고, 저작물의 모든
복제본에서 저작권 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제본에 라이선스에 대한 참조
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이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조건
A t t r i b u t i o 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
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 o n c o m m e r c i a 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 o D e r i v a t i v e W o r k 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 h a r e A l i k 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
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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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종류와 조건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CC BY

저작자표시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CC BY-NC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

CC BY-ND

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
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

CC BY-SA

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

CC BY-NC-SA

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

CC BY-NC-ND

용해야 합니다.

CCL 적용하기

CC 홈페이지에 라이선스 생성기(license generator)를 포함시켜서 저작권자
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알려주고, 동시에
HTML 문서에 삽입할 수 있는 RDF/XML 구문을 생성해주어 이를 삽입하
도록 한 것입니다.

디지털 제작을 위한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더이상 전문 개발자들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앞서 살
펴 보았듯이 필요하면 누구나 사이트에 접근하여 참고할 수 있고 작품을
사이트에 올려 공유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유용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사이
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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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이트

메이커 활동에 경계없이 다양한 정보가 올라오고 공유되는 사이트 입니다.
i n s t r u c t a b l e s http://www.instructables.com
instructables.

부러진 의자를 고치는 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화단에 물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3D프린터 같은 기계를 직접 설계해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
한 안내도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M A K E S H A R E https://makershare.com/

메이킹활동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makeshare.

프 로 그램 , 코 드
C o d e . o r g https://code.org

비영리 단체인 Code.org가 운영하고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
(정보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codeorg.

S c r a t c h https://scratch.mit.edu/about

교육용 오픈소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블럭을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것만으로 코딩할 수 있다.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인터렉티브한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작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
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cratch.

Arduino & Arduino Hub
http://www.arduino.cc , https://create.arduino.cc/projecthub

아두이노(이탈리아어: Arduino 아르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상품)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
경을 말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회로도가 CCL에 따라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직접
Arduino.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G i t H u b https://github.com/

분산 버전 관리 툴인 깃(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호스팅 서
비스입니다. GitHub는 영리적인 서비스와 오픈소스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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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공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오픈 소스 코드 저장소로 널리 사용
되고 있습니다. 깃(Git)이 텍스트 명령어 입력 방식인데 반해, 깃허브는 화려
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제공합니다.
3D모델링 공 유 사 이트

github.

T h i n g i v e r s e https://www.thingiverse.com

무료로 3D 모델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이며, 3D프린터와 연관이 깊습니
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100만개 이상의 3D 모델이 있습니다. 3D 모델 파
일만을 공유하는 사이트라기보단 3D 프린팅 커뮤니티로 봐도 무난할 정도
로 3D 프린팅에 관한 정보와 관련 테스트용 모델, 업그레이드, 3D 프린팅
특화 3D 모델들이 사이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thingiverse.

M y M i n i F a c t o r y https://www.myminifactory.com

MyMiniFactory는 3D 인쇄 가능한 객체를 위한 세계 최고의 큐레이팅 소셜 플랫
폼입니다. 수만 가지 3D 디자인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C u l t s https://cults3d.com/en

3D 인쇄 및 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마켓입니다. Cults. STL, .OBJ 또는.SCAD

MyminiFactory.

형식의 무료 오픈 소스 또는 유료 모드를 위한 최상의 3D 프린터 모델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D 인쇄 파일 제작자 와 3D 프린터를 사용하려는 사
람들을 연결 하며, 3D 모델 저장소에 수많은 디자이너가 매일 최신 STL 파
일을 공유 하고 있습니다.
S h a p e w a y s https://www.shapeways.com/

Cults.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품을 프린팅해주는 전문 3D 프린팅 서비스 업
체와 이 업체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계 업체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수요자가 쉐이프웨이의 온라인 3D도면 제작툴을 이용해 제품 아이디어(디자인)을 업

●   

로드
소재와 수량을 결정

●   

쉐이프웨이는 전문 3D프린팅 서비스 업체에 외주 의뢰

●   

제품 생산

●   

수요자에게 제품을 배송

Shapew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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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에서의 능동적 학습자

도면 공 유 사 이트
Epilog Sample Club
https://www.epiloglaser.com/resources/sample-club.htm

다양한 소재의 레이저컷팅용 무료 도면들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logLaser.

O p e n D e s k https://www.opendesk.cc/

책상, 책꽃이, 의자 도면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제작 가능합니다.
A t F a b http://atfab.co/

다양한 목재 가구 도면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제작 가능합니다.
opendesk.

F r i t z i n g http://fritzing.org/home/

사용자들이 쉽고 간단하게 회로 프로토타입을 문서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문 pcb를 배치 및 제조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 되는 디지털 장비와 설계에 필요한 프
로그램(툴), 메이킹 작업에 있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와 하드웨어의 개념과
AtFAB.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개발은 가정에서 가능하지만 디지털 장비는 크기와
위험요소 때문에 개인 소유 및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메이커스페이
스 또는 팹랩을 방문하여 사용법을 배우고 익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Frit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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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계 프로그램나 개발 프로그램를 합리
1 설
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2 유료 프로그램라도 오픈소스를 사용하
여 유료에 버금가는 성능의 툴들이 많

더 알아보기
오픈소스 프로그램와 오픈소스 하드
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
용은 아래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상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이 있고 학생에 한해서 할인이나 무료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툴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프로그래머가 모르면 손해인 범용적인
툴(tool) 100선 http://tkdwnsdkk.

오픈소스 프로그램
https://www.oss.kr/

tistory.com/101

오픈소스 관련하여 다양한 참고 자

4  프로그램 개발이나 설계를 효과적으로

료들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https://www.oshwa.org/
definition/korean/
오픈소스 하드웨어 원칙과 정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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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오픈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중요성
13차시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
14차시

나만의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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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5는 만들기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오픈 포트폴리오(Open
Portfolio)’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록과 공유는 메이커교육의 핵심이기도 합
니다. 메이커가 만들기를 시작한 이유부터,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재료
를 선택했는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행동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전하기 위함이죠.
이는 메이커의 만들기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
로 메이커들의 만들기는 다른 메이커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계
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만들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내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만들기의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으니까요.
당장의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록과 공유인 셈이죠.
이처럼 개인 또는 그룹의 만들기 과정을 온라인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사이트
는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입니다. 파트5에서는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의 중
요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과 그 종류
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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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오픈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중요성

12차시

오픈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중요성

포트폴리오
과거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자료 수집철이나 작품집을 뜻합니다. 내 실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 등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죠. 따라서 만들기의 진행이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예
술·디자인·글쓰기 등,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 오
래전부터 사용됐습니다. 형태는 종이에 펜으로 기록하거나 인쇄를 한 책자
가 주로 많았습니다. 또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 대부
분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카페 콩세르(Le Café Concert, 1893)’라는 아
주 오래된 포트폴리오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
(Henri de Toulouse-Lautrec)과 앙리 가브리엘 이벨(Henri-Gabriel Ibels), 그리
고 작가 조지 몽토르게이(Georges Montorgueil)가 함께 작업한 포트폴리오
입니다.
카페 콩세르는 가수나 연주자가 출연해 춤과 노래 같은 공연을 하는 카페
를 말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클럽이나 펍에서 있을 법한 공연
과 오락이 제공되죠. 로트렉은 물랑루즈 같은 카페 콩세르에서 그림을 그리
며 유명해진 화가입니다. 로트렉과 이벨은 관심사가 비슷했고 개인적으로
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종종 같이 작업해 작품을 냈고, 포트폴리오 ‘카페
콩세르’ 역시 그중 하나라 알려져 있죠.
화가 앙리 가브리엘 이벨과 앙리 드

예술계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그렇듯, 포트폴리오 ‘카페 콩세르’ 역시 잘

툴루즈 로트레크, 작가 조지 몽토르

나온 작품을 골라 묶은 종이 책자입니다. 로트렉과 이벨이 각각 11개의 판

게이가 작업한 석판화 모음집 ‘카페
콩세르’(1893).

화를 만들었고, 몽토르게이는 카페 콩세르의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했
습니다. 당시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협업해 만들었지만,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제작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165

Part 5
오픈 포트폴리오

아츠 프로펠 프로젝트의 책자.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다.
(bit.ly/2OL21Cx)

교육평가 도구로 주목받은 포트폴리오

결과물 중심이었던 포트폴리오는 1980~1990년대에 들어오며 과정 중심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없는 기존의 지필 평가가 비판을 받으면
서 흐름이 바뀐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측정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었죠.
이때 나온 것이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인 ‘프로세스폴리오(Processfolio)입니
다. 과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프로세스(Process)와 포트폴리오(Portfolio)
를 합친 말입니다. 프로세스폴리오는 교육평가의 관점을 바꾸며 미국 교육
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 과정
을 교육평가에 포함하게 됐죠.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 IB)과 미국의
대학입시에 필요한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의 대학과정인증시험(the
College Board’s Advanced Placement, AP), 그리고 하버드대학 대학원 부설
교육연구기관인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가 1986~1991년 피츠버그 공립
학교들과 진행한 ’아츠 프로펠 프로젝트(Arts PROPEL project)‘ 등에서 평가
도구로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그중 아츠 프로펠 프로젝트는 초·중·고등학생의 예술교육(음악·시각예술·창
조적 글쓰기)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교육과정과 평가도구의 개발 목적으
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했습니다.

166

12차시
오픈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중요성

아츠 프로펠에 소개되어 있는 ‘나의 첫

1 여러분의 멜로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멜로

번째 멜로디 프로젝트’

디의 패턴과 소리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멜로디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
기 때문이죠.”
2 멜로디를 직접 작곡해보면서 어떤 것을 배웠나요? “좋은 소리를 가진 작품을 만들려면

만들고 나서 많이 시험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 스스로 생각하기에 음표를 잘 쓴 것 같나요? “잘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악보를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음표와 기호를 더 명확하게 쓸 수 있을까요?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시간을 들여서 쓰거나 신경을 써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4 여러분의 멜로디에 높은음과 낮은음 외의 다른 종류의 소리가 있나요? 어떤 소리인가
요? “그렇습니다. 미(E)에서 라(A)까지의 음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노래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음들을 내 작품에 적었습니다.”
5 새로운 멜로디를 만든다면 어떤 점을 다르게 하거나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나요? “음과

리듬을 다르게 섞어서 만들어보고 싶어요.”
6 여러분이 멜로디가 특정한 구조로 정리된 것 같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
리되어 있나요? “패턴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부분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음악이 지루해질

것 같아 너무 자주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질문과 답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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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멜로디 프로젝트(First Melody Project)’의 일부입니다. 오른쪽은 6학
년 학생이 실제로 직접 작곡한 자신만의 멜로디입니다. 이렇게 악보를 만든
후, 왼쪽에서와 같이 자신의 멜로디에서 좋았던 부분, 작곡을 통해 배운 점,
악보를 작성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반성, 친구들의 반응 등을 적습니다. 내
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 자신의 작품을 다시 감상하고 꼼꼼히 분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
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발전해 갑니다.
프로세스폴리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예술 학습의 교육 효과를 기록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고의 확장, 풍부한 감
정 표현,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력 향상 등의 효과를 포트폴리오라
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자 한 겁니다. 결과만 보여주는 기존의
교육과 평가 방식으로는 알 수 없던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뤄지는 학생과 교사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일반적인 교실에서 보통 한 명의 교사는 여러 명의 학생을 담당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작업을 두루 확인하며 “잘했다”거나 “이걸 더 해
보면 어떨까?” 같은 피드백을 주죠. 하지만 학생이 많을수록, 피드백의 양과
질에 한계가 생깁니다.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을 꼼꼼히 봐주기에 시간
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는 이런 한계를 채워줍니다. 포트폴리오에는 학생이
만든 초안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 결과를 내기까지
의 수정본과 자기성찰의 글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죠. 포트폴리오를 읽는 것
만으로 학생의 학습 진행 과정, 그리고 그중에서 어려워하는 점, 그에 대한
생각 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피드백을 적
어주거나 대화를 할 수 있죠.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는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당시의 포트폴리오는 종이 책자와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재료비나 제작비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전교생
에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죠.
또한, 당시 미국의 교육정책의 초점은 ‘교육 평등’이었습니다. 표준화된 평가
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
표였죠.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따라 포트폴리
오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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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포트폴리오의 양과 질이 좋아질 가능성
이 높았던 겁니다.
포트폴리오 , 컴퓨터 속으로!

200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자 포트폴리오의 형태는 디지털로 바뀌
었습니다. 형태만 디지털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서를 보낼 때 손으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 지원서를, 한글이나
워드파일로 써서 e–메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바로 e–포트폴리오입
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 바뀐 덕에 누구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됐죠. 학교이든 도서관이든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누구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e–포트폴리오는 프로세스폴리오나 오픈 포트폴리오와는 다릅니다.
학교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플랫폼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
았고, 평가자인 교사, 행정 관계자, 상위 교육기관 관계자와 학습자만이 e–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결과
위주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무렵, 개인의 기록을 목적으로 e-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사람도 생겼습
니다. 이들은 온라인의 개인 공간에 자신의 만들기를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접근 권한을 비공개로 설정해 사적인 기록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공개로 설
정해 다른 사람들과 포트폴리오를 공유했습니다. 공개로 설정했다고 해서
이들이 공유의 가치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단순히 기록
하기 위해서 e–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죠.
오픈 포트폴리오의 등 장

이처럼 블로그나 개인 사이트에 자신의 만들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e–포트폴리오를 자신의 학습과 발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록을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됐습니
다. 동시에 디지털 기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발전하면서 ‘오픈 포트폴리오’
라는 새로운 성격을 지닌 포트폴리오가 등장했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는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와 e–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는 온라인의 어느 공간에,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한 만들기의 과정부터 결과물에 관한 일련의 내용입니다.(기록) 또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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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열려있어’ 언제든 누구나 볼 수 있죠(공유). 그리고 작업을 하며 떠오
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습니다(과정). 이 과정을 보고 관심이 있는
사람끼리 피드백을 주고받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문화 그리고 오픈 포트폴리오

오픈 포트폴리오는 메이커 운동과도 깊게 이어져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의
중심에는 내가 만든 것을 남과 공유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
이책 형태의 포트폴리오로도 공유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에서 손으로 전달
해야 하니 인터넷에 비해 확산이 느립니다. 또, 제작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
람의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도 있죠. 반면 인터넷 플랫폼에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기록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죠. 더 많은
메이커와 만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픈 포트폴리오는 기록과
공유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픈 포트폴리오는 공유 문
화를 중심으로 하는 메이커 운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메이커교육
에서의 오픈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파트5에서는 편의상 오픈
포트폴리오의 작성자를 메이커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 오픈 포트폴리오는 플랫폼의 발달과 공유 문화의 성장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코드 파일, 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공유 문화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특히 디지털 네이
티브라 불리는 밀레니얼 이하의 세대들은 온라인에서의 소통과 공유에 익
숙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채
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유튜브를 더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이런 성향과 일치하는 기록 공유활동이 바로 오픈 포트폴리오입
니다. 또한, 메이커의 만들기 역시 학교나 방과후교실, 그 밖의 단체 프로그
램으로 널리 뻗어 나가고 있죠. 어디서 시작했든 메이커는 그 활동을 통해
메이커 운동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미국의 고등교육 및 산업계에서는 이
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시 및 사원 모집에서 오픈 포트폴리오를 활용
하고 있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의 메이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
크의 핵심입니다.
오픈 포트폴리오의 형태는 개인 사이트, 블로그, 동영상, 라디오 등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플랫폼 유형은 13차시를, 오픈 포트폴리오의 구체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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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시를 참고해주세요.

오픈 포트폴리오의 개인적 중요성
앞서 살펴보았듯, 메이커 정신은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자로서 만들기를
즐기고, 그 내용을 열린마음으로 공유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픈
포트폴리오는 학습자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
실 오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개인과 사회로 나눠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의 이득이 결국 공적 이득으로 확장하기 때
문입니다. 다만 이번 차시에서는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중요성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읽어주
길 바랍니다.
기록의 관리

오픈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기록으로 남기기 좋고 관리도 쉽다는
점입니다. 메이커는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공간에 정기적으로 또는 작업에
진척이 있을 때마다 만들기의 진행 과정을 기록합니다. 느낀 점이나 생각의
변화도 기록할 수 있죠. 인터넷 플랫폼 대부분은 기록하는 양에 제한이 없
어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적을 수 있죠. 축적된 기록물은 유형별 또는 날
짜별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 매체와는 달리 동영상이나 사진, 문서,
코드 파일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면 만들기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정보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손쉽게 공유할 수 있죠.
반 성의 도구

오픈 포트폴리오는 반성의 도구로도 쓰입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를 보며 나
의 만들기 과정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때 몰랐던 문제를 발견하
기도 합니다. 발견한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함으로써 내 작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즉 새롭게 학습하는 효과가 생기죠. 내 기록을 같
은 플랫폼에 있는 다른 메이커들과 공유하는 점도 학습의 한 부분입니다.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만들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할 수 있
어서죠. 다른 메이커의 오픈 포트폴리오를 관찰하며 다른 사람의 만들기
과정을 간접경험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학습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모르던
만들기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 아이디

171

Part 5
오픈 포트폴리오

어를 얻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자존감의 상승

오픈 포트폴리오는 만든 이의 역량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한다는 점
에서 학습자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들기를 시작하면
한 번쯤은 생각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만들기가 진척되
지 않는 위기를 맞기도 하죠. 분명히 좋아서 시작한 일임에도, 만들기가 즐
거움이 아닌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작성해왔다면, 이때야말로 자신의 오픈 포트폴
리오를 꺼내볼 타이밍입니다. 기록을 보면서 그동안 끈기 있게 진행해왔다
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에도 열정과 노력이 필요
하지만, 매번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를 보며 나의 진행 상황이나 단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픈 포트폴리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
회이죠. 나의 만들기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져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메이
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부심이 생기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되죠.
온라인 정체성 확립

오픈 포트폴리오는 메이커가 온라인 공간상에 남기는 디지털 흔적입니다.
디지털 흔적은 온라인 정체성과 밀접합니다. 온라인 정체성은 사람들이 온
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죠. 자아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메이커는 기록을 위해 인터넷에 개인 공간을 운영하고 커뮤니티에서 소통
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정한 활동 방식을 확립합니다. 바람직한 온라
인 정체성 형성은 현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라 해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유튜버로서의 온라인 정체성을 갖는다면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죠. 전문가로서 자신감을 얻으면 현실
의 사회생활이나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년)을 위한 최미경씨의 연구 결과입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지속적으로 개
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420명의 블로거를 조사한 결과, 블로그에서의 자기
표현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데 도움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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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픈 포트폴리오의 사회적 중요성
오픈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메이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가 되고, 확산됩
니다. 만들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가치가 발생하죠. 이번에는 메이커 문화의 주축인 오픈 포트폴
리오가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히 쌓은 기록의 가치

오픈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기록의 지속성에서 생깁니다. 전통적인 포트폴
리오의 경우, 모든 만들기 과정이 끝나고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후에, 공개
가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이 기록 과정을 파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즉 포
트폴리오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가 대신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확인이 어
려웠죠. 포트폴리오의 작성자(학습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쉽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는 작성자가 저장할 때마다 기록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기
록을 저장한 시각조차 매번 온라인상에 저장돼 기록 조작(플랫폼 대부분에
서는 작성자가 임의로 기록을 변경하지 못합니다)을 할 수도 없죠. 따라서
꾸준히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왔다는 것은 작성자의 성실함과 열정을
어느 정도 증명합니다. 오랫동안 관심 있는 분야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물론 작성자에 대한 신뢰와 기록물에 대한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 자전거에 관한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다
고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에 대한 그 사람의 흥미와 관심은 인정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린 모든 기록물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유를 통한 나눔의 실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망이 확장되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끌 수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로 인해 제조업에서는 다시 혁명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예술과 과학,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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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럭터블 사이트의 Classes 페
이지.

인과 기술, 수공예와 엔지니어링 등이 융합되고 있죠. 또한, 미래의 사회적
가치는 정보의 독점보다 공유와 협력에 있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가 공유
문화의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결정적 이유
입니다.
인스트럭터블(INSTRUCTABLES, instructables.com)은 설명서 형태의 오픈
포트폴리오가 공유되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는 클래스(Classes)라고 강좌
를 올리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메이커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는 곳인
데요,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을 첨부한 설명까지 꼼
꼼히 들어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도 솔직하게 글로 씁니다.
글만 보고서도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작성자는 보람
을 느끼고, 보는 사람은 만들기에 도움을 받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여기
에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수록, 나눔의 문화도 자리를 잡
게 됩니다. 인스트럭터블 또는 유사한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에 관한 자세
한 소개는 13차시를 참고해주세요.
집단 지성의 발전, 사회적 노하 우

오픈 포트폴리오는 집단 지성을 통한 발전(2차시에서 언급한 오픈소스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깃허브(GitHub)에서 진행하는 프

174

12차시
오픈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중요성

로젝트들과 비슷하죠. 깃허브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웹호스팅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공유하고 협업해
개발할 수 있는 버전관리 시스템인 깃에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능을 확장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깃허브에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발전시키
거나 그 코드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차이점이 있다
면,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에서는 코드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만들기
든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인스트럭터블의 사이트에서 모니터 받침대에 대한
만들기 과정이나 결과물을 작성해 놓은 글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죠. 이 모니
터 받침대를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형태로 변형하거나 장식을 달 수
도 있고, 필요에 따라 받침대에 콘센트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영감을 받아 노트북 받침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아이디어가
축적돼 더 멋진 디자인의 모니터 받침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들기의 결과물이 발전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온라인상의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뤄낸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인 오픈 포트
폴리오의 공유를 통해 국경을 넘은 메이커 운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평가도구로서의 오픈 포트폴리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오픈 포트폴리오는 과정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중요
성을 가집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내려온 평가의 관점을 변화시킬 방법으
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평가는 개인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고, 오
픈 포트폴리오 이전 형태의 포트폴리오나 지필평가로 성취도를 측정했습
니다.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생긴 뒤에도, 작성자를 확실히 신뢰할 수
가 없다는 문제는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알 수 없었
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방학일기를 한꺼번에 몰아 쓰듯이 기록을 조작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필평가를 통해서는 창의성과 같은 추상적인 영
역을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평가 방식에 맞춰 인위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와 달리 오픈 포트폴리오는 신뢰성이 높은 평가도구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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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진 생각과 문제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입
니다. 사고의 과정을 들여다보며 통합적 사고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
은 추상적인 영역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실현
하는 과정이 생생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RC카를 만들어
1

도, 학습자가 고민한 양에 따라 기록물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
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만들기를 중단하는 학습자의 포
트폴리오에 담길 내용을 상상해봅시다. 이번에는 RC카의 속력을 더 내거나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추가하려고 했던 학습자의 기록내용을 상상해보죠.
포트폴리오에는 각자의 고민과 시도, 실패의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

2

니다. ‘자동차의 기능’이 많거나 고민하고 시도한 내용이 많을수록 기록한
내용의 규모도 달라지게 되죠.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학습자간 피드백을 주

1

고받은 것까지 평가요소로 산정한다면, 의사소통능력 등의 역량도 측정할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몬티셀로 고등학교의 구글
사이트 홈페이지.

오픈 포트폴리오를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실제 학교의 사례도 있습니다. 미
국 뉴욕 메리마운트 여자 사립학교(Marymount School of New York)입니다.

(sites.google.com/a/k12albemarle.
org/monticello-high-1-theworld/home)

학생들은 활동의 진행 과정에 따라 어려웠던 점,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 그

2

에 따른 결정의 변화 등을 기록합니다. 이 학교의 교육자들은 오픈 포트폴

몬티셀로 고등학교의 졸업생 Ella C

리오의 작성이 학생들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입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 오픈 포트폴리오.
(efcmultigenreproject.weebly.
com/)

미국 버지니아주 몬티셀로 고등학교(Monticello High School)에서도 모든
재학생이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픈 포트폴리
오를 만드는 방법, 보안 설정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기는 하지만, 이 가이드는 제안 사항일 뿐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교사들은 학년, 학급, 과목을 고려해 각기 다른 방
식으로 오픈 포트폴리오를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수업의 양상도 변화하
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영어 수업에서는 대화형 이력서를 제작합니다.
학생은 하나의 직업을 정한 뒤 그 직업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직접 제작
해 자기소개서, 관련된 작품 예시와 함께 올립니다. 과거의 이력서와 전혀
다른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은 파일을 자유
롭게 관리하면서 통합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주제별로 파일을 정리하면서
서로 다른 교과간 연계성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오픈 포트폴리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교 외부의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얻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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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리터러시
꾸준히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면 현대는 물론이고 미래사회를 살아
가는 데 필수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기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에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리터러시’가 더해
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컴퓨터, 스마트 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며, 믿을만하고 유용
한 정보를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디 지 털 테 크 놀 로 지 기 술 Digital Technology Skills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은 나의 목적이나 필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운영 체제 등을 찾아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록하기 위해 촬영장치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디
지털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플랫폼에 블로그, 사이트 등을 만들고 기록하
고 운영하는 것, SNS나 댓글, e-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
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업로드, 가공, 처리하는 방
법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정 보 리 터 러 시 Information Literacy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원하는 정보를 수집·선택·관리·활용하고 생산해내는
능력입니다. 먼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모읍니다. 같은 검
색어라도 서로 다른 사이트에 검색하면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같은
내용이라도, 검색하는 언어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
다. 그 후 모은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냅니다. 신뢰
성 있는 정보라도 내게 필요한 정보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도 의미합
니다. 전에 없던 온전히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
니다. 따라서, ‘정보를 생산한다’라는 말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
으로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도 포함되죠. 오픈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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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 글을 쓰는 것,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모두 해당하죠. 플랫폼상
에서 다른 메이커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디 지 털 의 식 및 태 도 Digital Mindset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도 있습니다. 윤리를 알고 지키는
일, 공익을 추구하며 안전하게 기술과 정보를 사용하려는 태도 같은 것을
의미하죠. 오픈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 관련된 규범과 윤리를 지키며 정
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정보든 아니든 모두 여기에 해당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공유거나 사용할 때는 정보 생산자의 저
작권을 지켜줘야 하죠. 11차시에서 언급했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
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중요합니다. 저작권자가 명시한 정보의 공
유나 활용 범위를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지켜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할 때 당
연히 원저자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또 만들기의 과정과 결과물을 적극적
으로 공유하여 오픈소스에 기여해야 합니다.
디 지 털 사 고 능 력 Digital Thinking Ability과
디 지 털 실 천 역 량 Digital Literacy Practice

이외에도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디지털 사고 능력과 디지털 실천 역량이 포
함됩니다. 디지털 사고 능력은 디지털 기술 및 정보 리터러시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제 해
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컴퓨팅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포함
합니다. 앞서 언급한 영역들을 활용하고 타인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디지털 실천 역량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동시에,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
성하며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번 기록물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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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오픈 포트폴리오의 개인적, 사회적 효
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포트폴리오 사용은 나에게 어떤

더 알아보기
Stephanie Chang 외. Maker

변화를 가져올까요?

Portfolios in Schools,

2 나의 공유활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MakerEd Open Portfolio
Project: Research Brief 4.
오픈 포트폴리오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

3  우리가 오픈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는 예시를 모아두었다.

Kylie Peppler 외. Open
Portfolios at Monticello
High School, MakerEd Open
Portfolio Project: Research
Brief 12B.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중 몬티셀로 고
등학교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Christian McKay 외. A
Networked Vision For Sharing
And Documenting, MakerEd
Open Portfolio Project :
Research Brief 1.
메이커에드(MakerEd)의 오픈 포트폴리
오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물로, 오픈 포
트폴리오가 등장한 계기와 의의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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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시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
이제, 오픈 포트폴리오를 직접 작성한다고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
법을 사용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나갈 건가요? 가장 쉽게는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메모장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해 수
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꼭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오픈 포트
폴리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공유'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읽는 독자
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독자에게 매력적인 오픈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오픈 포트폴리오
겠죠.
지금부터 매력적인 오픈 포트폴리오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플랫
폼을 소개합니다. 개인 또는 그룹이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플
랫폼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글로벌 플랫폼, 한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차역 플랫폼이 아닐
까요. 철로 옆에 지면보다 높게 설치해놓은 평평한 장소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플랫폼이란 단어를 기차역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먼저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죠. 자동차 좋아하는 분
들은 소나타와 K5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두고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하죠. 여기서 플랫폼은 ‘표준 공정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어가는 기반이자 도구’를 지칭합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종류마다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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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생겨났죠. 수많은 CPU 종류가 있지만, 그 위
에서 윈도우만 구동된다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해봅시다. 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공통 실행환경’이란 의미가
됩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운영체제에 상관 없이
자바 가상 머신이 구동되는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나 인터넷 브라우저에
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고, 그뒤 자바나 브라우저 윈도우 등
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아이폰 앱스토어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애플은 콘텐츠 관리, 구매 관
리, 결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앱스토어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묶어서 서비스하죠. 이후 플랫폼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서
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이처럼 ‘기차 승강장'에서 시작한 플랫폼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
다. 그래도 근본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쉽게 이용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환경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번 차시의 주
제인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은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걸까요?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
는 다양한 웹 서비스’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글을 작성하는 도구일 수
도 있고, 글 이외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픈 포 트폴리오 플랫폼, 어떻 게 분 류할 수 있을까

우리는 크게 콘텐츠 활용, 메이커 커뮤니티, 개인 메이커로 나눠 오픈 포트
폴리오 플랫폼을 분류해볼까 합니다. 그 안에서도 영어만 제공하는 곳, 한
국어만 제공하는 곳, 그리고 다국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언어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검색 접근성의 차
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골고루 접근해보면 좋습니다.
물론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플랫폼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 기준을 두 가지 뒀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또는 일부 기능)이 무료로 제
공되는 곳입니다. 별 저항 없이 가볍게 써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PC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지원은 중요한 장점입니다.
간단하지만 기준을 몇 가지 두고 내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 사용하기 시작
하면, 플랫폼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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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직접 사용해본 플랫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
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좋은 플랫폼을 찾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해보기 전, 알아둬야 할 점도 있습니다. 플랫폼들
은 대부분 쓰기 쉽게 디자인돼 있지만, 익숙해지기까지 조금의 학습 시간
이 필요합니다. 또, 플랫폼의 수명을 고려해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기껏
익혀서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느 날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원래의 모
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개편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활용 플랫폼
동영상과 사진, 프로그램 소스 등 주로 영상 미디어에 특화된 플랫폼입니
다. 동영상과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업로드한
미디어를 더 쉽게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영어로 제공되는 콘텐츠 활용 플랫폼
임 거 imgur.com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일이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미지를 다른 서버에 올려 링크하는 경우
가 많았죠. 이런 방식을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임거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중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서버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이유로 사이트에 직접 업

imgur.com 메인 페이지 캡처.

로드를 하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

(imgur.com)

을 업로드할 수 있고,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쉽게 붙일 수도 있죠. 특별한
액세스 권한 설정 없이 바로 전체 공개됩니다. 따라서 전체 공개할 수 있는
사진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깃 허 브 github.com

깃(git)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버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문서(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수정을 줄 단위로 추적하고 이전 버전으로 복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깃을 통해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그 추적 중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에 깃
저장소가 생깁니다.
보통 깃을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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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을 위해 깃의 개념을 소개하는 강의를 첨부합니다. (https://opentutorials.
org/module/3733)
깃허브는 깃 저장소 서버입니다. 깃 저장소를 웹에 업로드하면, 그 프로그램
이 수정을 추적 중인 파일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
오가 작성자의 성장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주는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본다
면, 깃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계속 업로드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것은 매
우 강점인 셈이죠. 특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만들기의 경우 더욱 그렇습
니다. 소스 코드가 포함되는 ‘만들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깃 사용에 익숙해
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프로젝트(깃 저장소)를 공개한다면 무료(비공개 프로젝트는 월 $7)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가격 정책에 힘입어 여러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습니다. ‘파트 1’의 2차시에 언급되는 해커 문화(리처
드 스톨만이 발표한 GNU 선언문) 역시 지금의 깃허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깃허브를 통해 유지되고 관리
됩니다. 깃 프로그램 그 자체부터, 리눅스 커널(OS의 핵심 작동 모듈)의 전
체 코드, 심지어는 아폴로 11호의 유도 컴퓨터 소스 코드(https://github.com/

1
1
github에 올라가 있는 git 프로그램
의 소스 리포지터리. (github.com)
2
github gist를 통해 개인 블로그에
첨부된 소스 코드 예시.
(gist.github.c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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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lgarry/Apollo-11)도 공개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깃허브 기스트(Github Gist, https://gist.github.com) 서비스를 사
용하면 다른 포트폴리오에 자신의 소스코드를 보기 좋게 붙여넣을 수도 있
습니다.
한 국 어를 지원하 는 글로벌 콘텐츠 활 용 플랫폼
유 튜 브 youtube.com

UCC(User-Created Contents) 문화의 태동기인 2005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명실상부 전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
유 사이트죠. 구글 서버의 막강한 성능 덕분에, 타 사이트와 비교할 수 없
는 거대한 용량과 길이를 자랑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무료로 128GB 또는 12시간의 동영상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구글
제품과 연계가 편리하다는 점도 여러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세계인이
접근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구독자와 시청자에게 동영상
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비 미 오 vimeo.com

유튜브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비미오는 순수
한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를 지향합니다. 직접 찍거나 만든 영상만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유튜브와 비교했을때 대역폭(데이터 통신에서 어떤 대역의 크
기를 표시하는 말. 최고 주파수와 최저와의 차를 뜻함.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한다)이 커 비디오의 품질이 더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또 광고가 삽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모션 그래픽 디자이
너가 많이 이용합니다. 유료 요금제에 가입하면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 포트폴리오 제작만을 위해서라면 무료 요금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에서 vimeo
를 통해 동영상을 첨부하는 예시.
(https://studiofnt.com/brand-

제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identity-for-JTBC)

드 롭 박 스 dropbox.com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OneDrive같은 클라우드 스
토리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서버
의 일정 공간을 임대해 주고, 그 파일을 쉽게 공유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웹 또는 앱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드롭박스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서비스 중 가장 유명하며, 또한 많이 사용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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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입니다. 동기화 기능 제공에 집중한 덕분에 타 서비스보다 용량은 적은
대신, 어느 환경에서나 쉽게 파일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지
원합니다. 간단한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는 구글 문서도구를 통해 협
업하거나 작업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포토샵이나 3D 모델링 같이 복잡한
작업을 여러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는, 뛰어난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는 드롭
박스가 더 편리합니다.
네 이 버 클 라 우 드 cloud.naver.com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서비스는
해외 서버를 거치기 때문에 한국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선 속도
의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아래에 설명할 구글 도구의
장점을 포기하는 대신, 훨씬 빠른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누릴 수도 있
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용량도 30기가바이트나 되죠. 빠르게 공유하고
싶을 때, 또는 고화질 동영상처럼 큰 파일을 공유할 때는 네이버 드라이브
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드 라 이브 부터 포 토 , 문서 까지 다 양 한 작 업을 웹에 서 할 수 있는 ‘구 글 도구’

10년 전이라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가능했던 여러 작업을 웹으로
도 쉽고 편리하게 해낼 수 있는 시대이죠. 많은 사람이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구글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구글 도구에서 많이 쓰
는 포토, 드라이브, 문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구글 포토의 공유 앨범 예시.

구글포토(photos.google.com)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진 관리 서비스입니다. 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앨범에서

신러닝 분석을 통해 사진을 분석하는 기능이 유용합니다. 사진에 나온 얼굴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을 인식해 자동으로 사람을 구분해줍니다. 얼굴 외에도 날짜나 장소 등 여러

(photo.google.com)

속성으로 사진을 묶어주기 때문에 사진을 관리하기 편합니다.
구글의 공유 앨범도 공동 작업에서 자주 쓰입니다. 공유 앨범을 만들어 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누구나 앨범에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여행을 다녀온 뒤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사진을 다같이 공유하는 경
우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아래 사진은 작성자가 메이커페어에 다녀온 뒤,
함께 간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공유 앨범입니다. 구글 포토
에 동기화 설정을 해두면,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동기
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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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16메가픽셀 이하(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적인 사진은 12메
가픽셀 이하가 많습니다)로 업로드한다면 무제한으로 사진을 올릴 수 있습
니다. 다만 업로드한 사진들이 구글의 빅데이터 엔진 강화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금 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알려진 애플
의 아이클라우드(iCloud) 포토나 다른 대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픈 포트폴리오에서 사진은 매우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말로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작업자는 최대
한 사진을 많이 찍고,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15GB가 제공되는 구글 드라이브(drive.google.com)는 구글 웹 플랫폼
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많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는, 구글의 다른 도구들과 함께 사용하기 쉽고, 또 그 도구들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리보기 기능이 강력합니다. 동영상 파일은 드라이브에서 (유튜브의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동영상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볼 수 있습
니다. 포토샵 파일처럼, 전용 프로그램이나 뷰어가 필요한 파일도 웹에서 미
리보기가 가능하죠. 또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제작 같
은 문서들을 구글 문서도구(docs.google.com)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
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수업이 진행되고, 동영상 제작 실습이 빈번한 세상이니까요. 때문에 이런 오
피스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익숙할 겁니다. 다만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 프
로그램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남들과 공유해서 협업하기 어렵습
니다. 이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구글 문서도구입니다.
구글 문서도구는 워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를 웹 상에서 작성하게
해줍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지원하죠. 즉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자동으로 작성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됩니다. 그 구글드라이브의 폴더나 문서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라면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원고를 작성하는게 매우 편리합니다.
이 플랫폼의 등장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온라인(Office Online)
을, 애플은 아이클라우드(iCloud)용 페이지(Pages) 같은 도구를 제공하기 시
작했죠. 오피스 온라인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기능을 조금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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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우선 오피스 온라인으로 가벼운 작업을 진행한 후, 각 설치형
오피스 프로그램의 고급 기능을 활용 할 수 있죠. 또, 네이버에서도 이런 문
서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에 따라 사용할 플랫폼을 정하면 됩니다.

구글 문서도구로 문서를
작성하는 예시.(docs.google.com)

에 버 노 트 evernote.com

가장 대표적인 메모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위의 여러 플랫폼들과 마찬가
지로 강력한 동기화 기능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작성하든 스마트폰에서 작
성하든, 같은 내용을 보고 쓰며 동기화됩니다. 어디서나 아이디어를 메모할
수 있죠. 또 웹페이지 전체, 인용 문구, 사진, 음성메모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고, 공유를 통한 협업도 가능합니다. 외부에 공개될 글 작성에는 조금 부
적합하지만, 일종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아이디어 보드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비슷한 기능을 구글 도구 중 하나인 구글 킵(Keep)에서도 제공합
니다. 간단한 메모 작성에만 특화돼 있습니다.)

메이커 커뮤니티 플랫폼
이번에는 메이커 커뮤니티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성에 특화된 플랫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가 강한 플랫폼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배
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권 사 용자 들의 메이커 커뮤니티

주로 영어를 쓰는 커뮤니티입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접근하는 외국어권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포트폴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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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작성 플랫폼은 아니지만 레딧
(reddit),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ﬂow)같은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주고 받으
며 만들기를 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레딧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스택오버플로우는 소스 코드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네이버 지식in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만들기를 하는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겪었을 가능성이 많죠. 때문에 이미 문제
를 겪은 사람의 해결 방법을 참고하면 대부분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싱 기 버 스 thingiverse.com

3D 프린터가 만들기의 필수품은 아니지만, 머리로 상상한 대부분을 구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편리한 물건이죠. 이 편
리함의 중심에는 싱기버스를 대표로 하는 3D 모델링
공유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제작
자가 설정한 라이센스로 3D 프린트가 가능한 모델링
파일이 공유됩니다. 현재 백만개 이상의 모델링 파일
이 있으며, 누구든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파일부터 피규어처럼 정교한 모델링 파일까지,
다양한 수준의 작품이 올라와 있죠. 3D 프린트를 꼭
사용해야 하는 만들기라면, 우선 싱기버스에서 모델
링을 검색해 프린팅해보는 방법이 꽤 유용합니다.

싱기버스에 업로드 된 정교한 모델링
파일, (https://www.thingiverse.
com/thing:3125150)

인 스 트 럭 터 블 instructables.com

‘Let’s Make _ _ _ _ _.’ 인스트럭터블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오는 문장입니다.
장난감, 카드보드, 베이킹 등, 빈 칸에는 다양한 단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
다. “How to make anything”이라는 표어에 맞게, 인스트럭터블에서는 3D 프
린트를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포트폴리오가 작성
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성과 공유 커뮤니티라는 이번 단락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죠. 인스트럭터블에서 제공하는 만들기는 장르를 가
리지 않습니다. ‘7.5인치 펜스를 치는 법’, ‘에어프라이어로 도넛을 굽는 법’,
‘사진을 예쁘게 찍는 법’ 등 어떤 만들기도 시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작
성돼 있습니다. 만약 만들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인스트럭터블에서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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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인스트럭터블이 제공하는 가이드에 맞춰 직접 작성해봅시다.
https://www.instructables.com/id/How-to-Use-the-Instructables-Editor/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일정 형식 내에서 매우 쉽게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개인 블로그와 병행해 사용할 것을 추천
합니다.

인스트럭터블 갈무리.
“Building a Modern Privacy
Fence”. (https://www.
instructables.com/id/Buildinga-Modern-Privacy-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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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핸 스 behance.net

컴퓨터를 사용해 디자인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드
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도비 사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어도비가 그래픽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비핸스는 어도비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공유 커뮤니티입니다. 자사 제품인 포토샵(Photoshop), 애프터이펙트(After
Effect)를 사용한 작품은 물론, 외부의 3D 모델링을 활용한 작품 등 타사의
제품으로 만든 파일 업로드도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수준 높은 작
품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죠. 구경하는 사람 중에는 크고 작은 기업의 채용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구인구직에도 활용됩니다. 사이트에도 구인구직을 위
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죠. 그래픽 분야의 만들기를 하고 있다면, 이
플랫폼에도 포트폴리오를 업로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D I Y diy.org

DIY는 어린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포트폴리오 사이트입니다. 학생들이 만
들고 싶은 주제나 작품을 정하고, 만든 과정을 업로드하면 주제에 맞는 뱃
지를 줍니다. 학생들은 그 뱃지를 모으기 위해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게 되
죠. 어린 학생들이 메이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만들기' 자체에 익숙해
진다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만들어나가는 학생이 되겠죠.
https://diy.org/guides/guideline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도 꼭 살펴보길 바

다양한 ‘패치’를 통해 아이들의 만들
기를 유도합니다. (DIY.org)

랍니다.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 또 하고싶은 이야기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글을 올릴 때는 겁을 먹지
말라’, ‘피드백을 주고 받아라’, ‘비밀번호는
주고 받지 말아라’와 같은 인터넷에서의 예
절과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상
식 같지만, 어린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
들이니 꼭 전달해주세요.
Hac k s ter.io

Hackter.io에서는 만들기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들
기에 대한 결과물을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게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특
징인 커뮤니티 공유 사이트입니다. 인기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보면, 일관된
구성과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술된 자료에 놀라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다양한 템플릿과 웹 형식 때문에, 다루기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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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활용법을 쉽게 익혀보세요.
https://youtu.be/nYngAqM2AHQ

hackster.io 캡처.

한 국어로 소통 가 능한 메이커 커뮤니티

한국어 사용자 대부분은 포트폴리오를 개인 메이커 플랫폼에서 작성하거
나, 공유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 종류가 다
양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운영되는 플랫폼
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영 메 이 커 youngmaker.or.kr

학생 메이커 중심의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와 달리 운영자
의 확인 이후 콘텐츠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컨텐츠를 올
릴 수 없고 양질의 콘텐츠로 유지됩니다. ‘학생들 영상’ 섹션에 학생 본인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거나 남에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
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독립적 사이트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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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 커뮤니티라는 점이죠. 또 비교적 어린 학생들도 자신의 작품을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특징은 브이로그(Vlog:Video+Blog의 합성어. 동영상 콘텐
츠 위주의 블로그라는 뜻) 형태로만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글 쓰는 것보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을 더 즐거워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선택과 집중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죠. 가끔씩 콘테스트가 열려
영메이커 사이트 캡쳐, ‘친구들 영상’

학생들의 만들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카테고리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만
들기를 업로드합니다.

페 이 스 북 그 룹 facebook.com/group

(youngmaker.or.kr)

한국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는 10년 전에는 싸이월드였고, 카카오
스토리를 거쳐 현재는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은 사실 학생만은 아닙니다. 페이스북 사용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10대에서 40대까지라고 하죠. 따라서 다양한 연력층의 사람과 함께 활동하
는 데에는 페이스북 그룹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메이커’로 검색한 결과, 한국메이커모임(facebook.com/group/
koreamakers)이 가장 큰 그룹으로 보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하
는 거점별 페이스북 그룹도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그룹들도
있고요. 다만 이런 커뮤니티는 쉽게 글을 올리거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 글을 작성(페이스북의
페이지 기능을 써도 좋습니다)하거나 영상같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공
유하기엔 좋은 플랫폼입니다. 학생이 그룹에 가입하려 한다면, 각 그룹의 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주세요.
네 이 버 카 페 / 다 음 카 페 cafe.naver.com/cafe.daum.net

네이버카페와 다음카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데에는 온라인카페만한 것이 없죠. 또 이
미 많은 카페가 개설돼 있기도 합니다. 만약 목공에 관심이 생겼다면 관련
된 온라인카페에 가입해서 이용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아두이노가 주제인 카페에서 활동할 수 있고요. 사
실 메이커 문화 전반을 다루는 카페는 현재 딱히 없습니다만, 만들기 과정
에서 사용되는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카페는 많이 개
설돼 있습니다. 전자 공작에 대한 카페도 있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
한 카페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카페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커
뮤니티이기 때문에 만들기에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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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메이커 플랫폼
요즘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단한 정보나 창작물이면 유튜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용이 복잡해지면 글로 풀어져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전문화된 정보를 찾기도 쉽죠. 거꾸로 말하면, 동영
상이나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어렵
고 복잡한 내용을 글로 보기 쉽게 정리한 포트폴리오가 작성자에게도 독자
에게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Contents Management Service
플랫폼 별 웹사이트 점유율, 회색은
전체 사이트 기준, 초록색은 CMS 플
랫폼 기준. 워드프레스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영문 웹에서 검색이 잘 되는 개인 플랫폼
워 드 프 레 스 wordpress.org 또는 wordpress.com

‘워드프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개인 서
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wordpress.org의 워드프레스 소프트웨어가 있습
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로그처럼, 웹으로 관리 도구가 전
부 제공되는 wordpress.com의 서비스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wordpress.com은 네이버 블로그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이고, wordpress.org
는 웹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플랫폼입니다. 서버와 웹페이지에 대
한 기술 수준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블로깅을 시작하면 됩니다. 몇몇
기능을 제외하면, 두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 작성 플랫폼으로서, 워드프레스의 글 작성 기능은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한 편이라 글
을 작성하고 공유하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워드프레스닷컴의 서비스형 블
로그는 유료 요금제가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로만 사용하기엔, 워드프레스닷
컴 홍보 등이 블로그에 추가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면, 워드프레스를 서버에 설치하는 것을 공부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윅 스 wix.com

사실, 모든 사람이 웹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자동화해 서비스하는 회사가 몇몇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윅스입니다. 편리하게 사이트를 만들고 글을 게시해 공유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윅스보다 워드프레스가 검색 엔진에 최적화 돼 있어, 워드프레
스의 사용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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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사 이 트 sites.google.com

구글은 사이트를 만드는 도구도 제공합니다. 구글 디자인 언어(머티리얼 디
자인 Material Design, https://material.io)와 잘 어울리는 웹 사이트를 간단
히 만들 수 있죠. 머티리얼 디자인은 2014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에 적용하면서 널리 퍼진 디자인 방식입니다. 머티리얼 디자인과 잘 어울린
다는 의미는, 휴대폰과 컴퓨터 어디에서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웹으로 접속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구글 문서 도구처럼 협업도 지원하기 때문
에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로는 가장 좋은 플랫폼입니다. https://sites.
google.com/view/maker/ 이 링크는 ‘해껏만듦'이라는 메이커톤에서 만들어진
OPP(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만들기 쉬워 어린
학습자에게도 권장합니다.

구글 사이트로 제작된 오픈포트폴
리오 예시. https://sites.google.
com/view/youngmak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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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스 북 페 이 지 facebook.com/pages

앞서 설명한 페이스북 그룹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카페’와 같은 서비스라
면, 페이스북 페이지는 블로그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의 점유율 때
문에 요즘은 웹사이트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
니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과 별개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해 만들기 활동
을 정리할 수 있죠.
한국어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인 플랫폼
네 이 버 블 로 그 blog.naver.com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인 블로그는 역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는 국내 사용자가 다른 포털에 비해 워낙 많죠.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개인 블로그가 상단에 표시돼 독자에게 쉽게 유입된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다만, 주요 독자가 한국어 사용자라는 점, 구글에서는 검색 노출이 쉽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메이커

티 스 토 리 tistory.com

다음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티스토리는 현재
티스토리의 회원이 보내주는 초대장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18
년 10월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다른 점은, 도메인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광고도 넣을 수 있으며, 기술만
있다면 html을 직접 수정해 원하는대로 블로그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이죠.
네이버 블로그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티스토리는 구
글 검색에서 네이버 블로그보다 더 노출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오픈 포트폴리오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소
개한 모든 플랫폼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
용하며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느끼고 본인한테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죠. 어디라도 좋으
니, 망설이지 말고 일단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시작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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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 중 가장 써보
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 상황에 따라 오픈 포트폴리오의 형태가
달라야 할까요?

3  원래 알고 있던 사이트는 무엇이고 새
로 알게 된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4 지금까지 써왔던 사이트와 새로 알게
된 사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5 어떤 과정을 통해 내게 맞는 플랫폼을
찾을 수 있었나요?

6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나요?
7  나의 공유 활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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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시

나만의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

오픈 포트폴리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까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그 첫걸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포
트폴리오를 찾아보세요. 온라인에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이 올려둔 포
트폴리오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제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둘러보는 겁니다. 사례 중에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스스로 실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록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도움
이 됐는지, 보완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실행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
문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14차시에서는 오픈 포트폴리오에 입문하는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 오픈 포트폴리
오 세 가지로 나눠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 오픈 포트폴리오를 처음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제시합니다. 끈기가 필요한, 길고 긴 오픈
포트폴리오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오픈 포트폴리오

혼자 하는 작업은 자칫 진행이 더디기 십상입니다. 만들기에 무리가 가지 않
는 선에서 가볍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F a m t o r y blog.naver.com/edgyman

첫 번째 사례는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한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블로그
‘Famtory’의 운영자는 주로 RC비행기, 자동차, 드론, 헬리콥터 같은 전자나
모터로 작동하는 모형 만들기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올립니다.
운영자가 올린 내용 중에 예시가 될만한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볼까요. 기존
드론을 해킹해 3D디자인 및 3D프린팅을 이용해 프레임을 만들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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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완성한 드론을 접은 모습입니다.
‘eachine e40g 드론을 폴더
블로 개조’, blog.naver.com/

1

edgyman/220885991191

형태의 미니 드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기존 드론을 해킹

2
접었던 드론을 펼친 상태입니다.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존 드론보다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덕

3

분에 속도가 빨라지고 비행시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있도록 개조하게 된 이유, 그리고 만

블로그에는 기존의 드론을 접을 수
들기 계획과 만들어낸 결과물의 사양
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퓨 어 비 프 pure-beef.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 ‘퓨어비프’는 요리에 관련된 오픈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요리 초보자들이 궁금할만한 요리 상식을 재미있고 친절하
게 알려줍니다. 그중에 ‘초보자도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싸는 법 & 써는
법’을 보겠습니다. 김밥 싸는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나눠 사진과 함께 올
렸습니다. 사실, 요리(또는 다른 어떤 만들기)를 직접 하며 전 과정을 기록
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만들기를 하며 포트폴
리오까지 작성해본 사람이라야 공감할 수 있는 공력(애써서 들이는 정성과
힘)이죠.

4
김밥 옆구리가 터지지 않도록, 예쁘
게 잘 썬 김밥 사진입니다.
5
칼날에 참기름을 바르면 김밥이 터지
4

5

지 않고 잘 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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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d r e y 12 3 t a l k s
www.youtube.com/user/audrey123talks/featured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의 음악 연주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만든 오
1

드리와 케이트 자매는 전자기타 연주게임인 록스미스(RockSmith)를 이용해
2011년부터 기타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유튜브에 다양한 음악 연주
를 올렸고, 화제를 모았죠. 록스미스는 컴퓨터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
일렉트릭 기타를 연결해 즐기는 게임입니다. 악보를 보며 기타를 연주하는

2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기타 인터페이스에 직접 코드를 넣는 방식이라
쉽게 연주할 수 있죠. 이 자매의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연주 프로그
램으로 기타를 배운 자매가 나중에는 무대 위에서 컴퓨터 화면 없이 직접
연주를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3
1
자매가 음악게임 시뮬레이션 록스미
스로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youtu.be/ejY7WOJB1HM
2
오드리와 케이트 자매가 듀엣으로 연
주를 하고 있습니다.
youtu.be/q8XELX0Sncs

영 메 이 커 의 ‘ 황 정 언 - 전 깃 줄 ’
www.youngmaker.or.kr/my/friend_activity/8110

‘황정언–전깃줄’이라는 이름으로 영메이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오
픈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지털패브리케이션 장비 사용법과 사물 IoT에 연관된
다양한 컨트롤러 연동을 직접 응용해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
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3
무대에 오른 오드리가 악보를 보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youtu.be/mJibjOJitWg

4
‘황정언-전깃줄’이 올린 오픈 포트폴
리오입니다.

5

5
‘황정언-전깃줄’이 올린 나만의 아
두이노 활용 공기청정기 제작 내용
입니다. www.youngmaker.or.kr/
world/ben/mac/6983,
6
어쩐지 소통이 더 잘 될 것만 같은,
아기자기한 댓글 인터페이스입니다.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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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급· 동 아 리·팀 단 위 의 그룹 오 픈 포 트폴 리 오

여러 명이 만들기를 할 때는 함께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
이트를 하나 구축하면 좋습니다.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만들기
는 작업자의 시야를 키워줍니다.
서 울 정 보 소 통 광 장 github.com/seoul-opengov/opengov

서울시는 공개 행정정보를 깃허브에 공유합니다. 보통 행정정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글이 계속 업로드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자료를 바로 찾기가 어렵습
니다. 서울시 행정정보는 깃허브에 분야별, 시대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민원
인은 손쉽게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개 행정정보 깃허브.

드 림 야 드 프 로 젝 트 Dreamyard Project, www.dreamyard.com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드림야드 프로젝트’입니다.
1994년에 설립된 드림야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하
는 지역 커뮤니티 예술단체이죠. 연극부터 시, 사진, 패션, 무용, 엔지니어
링 등 이들이 정의하는 예술은 광범위합니다. 지역 청소년이 21세기의 리더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분야의 지식과 기술 개발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오픈 포트폴리오 작업을
장려합니다.
드림야드의 프로젝트들은 크게 3가지 메인 프로그램에서 세분화됩니다. 학
교 선생님과 드림야드의 교육자가 함께 예술과 사회 정의를 교육하는 ‘학교
프로그램(in school program)’, 지역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
록 돕는 예술과 사회 정의 교육 프로그램인 ‘아트센터(art center program)’, 비
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예술 통합 심화 프로
그램 ‘Dy 예비고등학교(Dreamyard Prepatory high school)’입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젝트들이 발생합니
다.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아트센터 프로그램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들의 오픈 포트폴리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제작 수업을 하는 비트야드
(Beatyard, beatyard.tumblr.com), 14~18세의 젊은 예술가 그룹으로 이뤄진 브
롱스 예술연합(Bronx Art Collective), 시에 대해 논의하고 시를 쓰는 브롱스
시 프로젝트(Bronx Poetry Project), 장애인을 위한 발명품을 제작하는 디자
인 리그(Design League) 등입니다. 프로젝트 내용과 과정을 기록한 오픈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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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는 주로 블로그 형식의 SNS 서비스인 텀블러(tumblr.co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야드의 음악 컨텐츠는 soundcloud.com에서 호스팅하고, 사진이
나 비디오는 유튜브 채널로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심 프 팀 SIMP:Special Idea Making Project
www.youtube.com/user/ISSUgroup/about

실생활에 필요한 메이킹 콘텐츠를 DIY개념으로 접근해 알기 쉽게 전달합니
다. 예를 들면, 아두이노(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과 중
앙처리장치가 있는 기판), 라즈베리파이(싱글 보드 컴퓨터) 등을 쉽게 이해
하고 남녀노소 손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
합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메이커 그룹입니다.

1
1
심프팀의 영상 포트폴리오들입니다.
www.youtube.com/user/
ISSUgroup/videos
2
심프팀이 직접 만든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기 리뷰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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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단위의 오픈 포트폴리오
개인이든 그룹이든 상관 없이, 하나의 주제를 다룬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정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교류하며 작업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 채 현 학 생 의 오 픈 포 트 폴 리 오
sites.google.com/view/2018-piezo-maker-zedina/

메이커교육실천이 매년 진행하는 ‘영메이커 프로젝트’ 시즌4에 참여한 김채
현 학생이 10주간의 활동을 기록한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구글 사이트
로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만들기의 시작부터 마지막 영메이커 페어에 참
여하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죠. 매주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1주부터 10주까지의 과정과 소
회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
영메이커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채현
학생의 오픈 포트폴리오 6단계의 기
록 내용.
2
8단계의 오픈 포트폴리오 기록 내용.
3
채현 학생이 쓴 오픈 포트폴리오. 실
제 작업해보며 느낀 점들이 솔직히

1

적혀 있습니다.
4
채현 학생은 오픈 포트폴리오에 어
떤 방법을 활용해서 EL 와이어 글자
를 디자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습

2

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솔직하게 적
혀 있죠. 다음의 만들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유를 함께 적은 것도 눈에
띕니다.
5
현 학생이 영메이커 페어에서 자신

3

의 작품을 전시한 모습입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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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인 선 생 님 의 오 픈 포 트 폴 리 오
sites.google.com/view/teachlongandprosper

교육자가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 학
교 행정 업무 등 교육자인 선생님이 업무상 많이 다루는 부분을 오픈 포트
폴리오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과 공유하는 것이죠. 아래 사이트는 미국 텍
사스주 오스틴의 크로켓 고등학교(Crockett High School) 10학년 화학 선생
님인 한나 스포크(Hannah Spock)가 운영하는 구글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스포크는 이 사이트
를 온라인 수업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나만의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기획’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만들기(making)’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심 있던 내
용을 기록해 공유하는 것도 오픈 포트폴리오의 시작입니다.
1단 계 기 획 하 기

먼저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목적을 정하세요. 개인의 만들기 기록인지,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기록인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기록인지부터
명확해야 하겠죠. 그뒤 개인적인 중요성(기록의 관리와 반성의 도구)이 중요
할지, 사회적 중요성(공유를 통한 나눔의 실천)이 필요할지 방향을 정합니
다. 물론 (12차시에서도 말했듯)오픈 포트폴리오는 개인적 중요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딱 잘라 나누기 어렵습니다. 즉 하나의 작업을 통해 둘다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작업인 것을 염두에 둬, 목적과 방향을 단순하게 설정
해보자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을 구체화했다면, 이에 맞는 구조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일반적

1
한나 스포크(HANNAH SPOCK) 화학
선생님의 구글 사이트.
2
화학 선생님인 한나 스포크는 구글
사이트에서 각종 문서를 공유해, 수
업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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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내용은 작성자와 프로젝트에 관한 간단
한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의 자세한 기록입니다. 이런 구조
에 맞게 메뉴를 구성할 수 있겠죠. 지금 진행 중인 만들기만이 아니라, 예전
의 작업을 써도 상관 없습니다. 또 만들기에 관한 내용 말고 작성자가 쓰고
싶은 일상적인 내용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을 공유해도 됩니다.
그다음은 나의 오픈 포트폴리오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13
차시에서 소개한 다양한 플랫폼들 중에 어떤 게 나와 잘 맞을지 생각해보
세요. 내게 잘 맞는지 활용하기 쉬운지는 실제 사용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맞았다면, 다음엔 다른 플랫폼에서 시도해도 됩니다.
2단계 기록하기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가를 정할 차례입니다. 주로 글과 사진, 영상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물론, 독자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잘 정리하려면 나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만)
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일단 종이
에 글을 써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디지털로 옮겨도
되고요.
사진과 동영상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이 늘어서이죠. 글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사진이 함께 붙으면 바로
납득이 갈 때가 있죠. 특히 만들기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일 때는 사
진과 영상으로 과정을 남기는 것이 무척 효과적입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쉬
우니 그만큼 공유도 잘 되겠죠. 또한 사진과 영상 기록이 효과적이려면, 만
들기 과정에 꼭 필요한 장면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14차시 마지막
에 있는 ‘더 알아보기’에서 소개하는 링크에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에 첫 게시글을 작성해보세요. 막상 시
작하고 나면, 꾸준히 기록을 남긴다는 행위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작성하는 데 공력이 필요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 오픈 포트폴리오가 가치를 갖는 이유입니
다. ‘공력’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공들이고 애쓴다는 뜻이죠. 내가 시간
을 들여 이런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
다. 게다가 오픈 포트폴리오에 공력을 들일수록, 글쓰기는 물론이고 사진,
영상을 찍는 실력도 늘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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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
자, 이제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볼까요. 가이드북
에서는 구글 사이트와 핵스터를 활용해 오픈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소
개합니다.
구 글 사 이 트 로 만 들 기 sites.google.com

다른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보다 쉽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는 브라우저 크롬을 이용해 만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
계 사이트 만들기, 2단계 페이지 만들기, 3단계 사이트 공유하기입니다. 가
이드북에서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4단계, 그룹 오픈 포트폴리오
를 작성할 때 팀원들과 함께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1단 계 사 이 트 만 들기
➊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www.google.com)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➋ ‘구글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된 링크를

따라 들어갑니다. 주소창에 구글 사이트 URL(sites.google.com)을 치고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➌ ‘구글 사이트’를 관리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사이트를 만들거

나 수정할 때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이 페이지를 임의로 ‘관리 페이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 버튼을 클릭합니다.
➍ 사이트 제목을 정해서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정한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예시로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적어봤습니다.

1
구글 홈페이지.

➋

➊
1

2

2
‘구글 사이트’를 검색한 화면입니다.
3
내가 만든 ‘구글 사이트’들을 관리하

➍

➌

는 곳입니다.
4
구글 사이트 첫 화면. 제목을 정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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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계 페이지 만 들기

하나의 사이트에는 메뉴에 따라 여러 개의 페이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여러 개의 폴더를 만들어 분류에 따라 파일을 저장하듯, 각각의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죠.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➊ ‘구글 사이트’에서 페이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관리 페이지’에서 오른

쪽 상단의 ‘페이지(page)’를 클릭합니다.
➋ 페이지를 누르면 화면 우측 아래에 ‘+’ 버튼이 생깁니다. 버튼 위에 마

우스를 올리면 ‘뉴 페이지’ 버튼 이 생성됩니다. 클릭해서 새 페이지를 만
듭니다.
➌ 새로운 페이지의 이름을 적는 창이 뜹니다. 임의로 ‘자기 소개’라고 적어

봤습니다. 각자 원하는 이름을 적고 ‘완료’를 누릅니다.
➍ ‘관리 페이지’ 우측에서, 새로 만든 ‘자기 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아래 새 페이지 ‘자기소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페이지 생성 외에도 ‘테마’와 ‘삽입’ 기능을 활
용해 사이트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1
워드프레스(WordPress)로 만든 메
이커교육실천의 사이트 역시 다양한
페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2
삽입과 테마의 중간에 있는 ‘페이지’
를 클릭합니다.
3
‘뉴 페이지’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만드세요.
4
새로운 페이지의 이름을 정합니다.
5
‘관리 페이지’에서도 ‘자기 소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➊
➌
➋
2

3

4

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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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이트 공개하기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차례입니다. 공개한 이후에는 사이트 주
소를 아는 사람은 모두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➊ ‘관리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파란색 ‘게시(Publish)’ 버튼을 클릭합

니다.
➋ 게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빈 칸에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다시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에는 영어 소문자, 숫
자, 대시(-)만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➌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내 사이트가 전 세계에 공개됐단 뜻입니다. 이

제 직접 만든 사이트의 주소를 알아내볼까요. ‘관리 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
는 아이콘 중에 클립처럼 생긴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게시된 사이트 복사 링크(copy published site link)’라고 뜹니다.
➍ 새로 뜬 창에서 ‘링크 복사(copy link)’를 클릭합니다.
➎ 주소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그다음 엔터

키를 누르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의할
점은 새 게시물을 올린 뒤, 오른쪽 상단의 ‘게시’를 꼭 눌러야 한다는 겁니
다. ‘게시’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시 저장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
개되지는 않습니다.

➊
1
상단의 게시 버튼.
2
하라는 창이 뜹니다. 빈 칸에 원하는

➌

3

‘게시’를 누르면 사이트 주소를 입력
1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3

➍

클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4

➋

창에 뜬, https://로 시작하는 주소
가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 주소입니

➎

다.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 클립보드
에 링크가 저장됩니다.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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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2

1

➌

3

4 단 계 팀 원 들 과 공 유 하 기 그룹 오픈 포트폴리오가 목적인 경우

그룹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단 한 명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나

➍

4

눠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➊ ‘관리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➋ 새로 뜬 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아래 ‘초대할 사용자’ 칸에 사이트를

함께 만들 사람의 e–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구글 e–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해야 한다면, 한 명의 e-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
음에 엔터를 누르세요. 다음 사람의 e–메일 주소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소를 다 입력한 후, 하단의 파란색 ‘완료(Done)’ 버튼을 누릅니다.

➎

1
관리 페이지 상단에 사람 모양의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2
추가한 작성자는 ‘액세스 권한이 있
는 사용자’ 목록에 전부 나타납니다.

➌ 초대 받은 사람은 구글 메일함에서 e–메일을 확인합니다. 사이트 이름과

3

함께 ‘수정권한 공유’ 라는 제목의 e–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메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➍ 받은 e–메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열기’를 클릭

이름과 함께 ‘수정권한 공유’ 라는 제
목의 e-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합니다.
➎ 사이트를 만드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도 사이트

e-메일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
이트를 만든 관리자가 팀원에게 다시

‘관리 페이지(sites.google.com)’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e-메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도움말(support.google.com/sites/?hl=ko#topic=7184580)을 참고해 구

5

글 사이트의 다른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궁금한 점을 검색해봐도 됩니다. 동

있는 ‘관리 페이지’입니다.

영상부터 문서까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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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스 터 로 만 들기 H a c k s t e r. i o

핵스터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개선해나가며 꼼꼼하게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공유하
는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가이드라인(www.hackster.io/
guidelines)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 핵스터의 웹 형식이 구글 사이트에 비해 다루기 복잡한 편이라, 유튜브
의 ‘hackster.io 사이트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방법 안내(www.youtube.
com/watch?v=nYngAqM2AHQ)’ 영상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➊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된 화면 상단 우측에 ‘+’

버튼을 눌러서, ‘뉴 프로젝트(New project)’를 추가합니다.
➋ 아래 형식에 맞춰 뉴 프로젝트 내용을 입력한 후 ‘컨티뉴(Continue)’를 클

릭합니다. 만약 ‘컨티뉴’ 버튼을 눌렀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입
력한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단어를 영문으로 바꾸거나, 글자수를 140자 이
하로 작성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예시에서는 ‘Hackster.io를 이용한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로 제목을 달고,
그 밑(elevator pitch: 짧은 소개글)에 간단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➊
1

➌

1
화면 상단 우측 ‘+’ 버튼을 클릭해
‘뉴 프로젝트(New project)’를 추가
합니다.
2
제목부터 프로젝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고 사진을 등록한 뒤
‘Continue’를 눌러줍니다.
3

➋

베이식스 메뉴부터 시작해 팀, 스토리
등 각각의 메뉴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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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이로써 첫 번째 메뉴에 있는 ‘베이식스(Basics)’ 내용이 완

성됐습니다. 앞으로 팀(Team), 띵스(Things), 스토리(Story) 등
의 메뉴를 계속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채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1

각각의 메뉴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베이식스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메뉴입니다. 메
뉴 팀(Team)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팀원을 추가하
는 칸입니다. 띵스(Things)는 프로젝트를 어떤 재료와 도구
를 써서 만들었는지,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적

➍

습니다. 스토리(Story)는 자세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왜
만들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어태치먼트
(Attachments)는 프로젝트에 사용한 코딩 소스, 하드웨어
회로도, 각종 디자인 소스를 업로드하는 칸입니다.
➍ 팀(Team) 메뉴에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팀원을

추가합니다. 단 추가하는 팀원 역시 핵스터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팀원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추가할 수 있습

2
1

니다.

hackster.io에 회원가입된 사람만 팀

➎ 띵스(Things) 메뉴에서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 소프트웨어

2

와 하드웨어, 온라인 서비스 등을 입력합니다.

팀원의 상세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➎

3
띵스(Things) 메뉴에서는 프로젝트
에 사용할 다양한 재료를 입력합니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분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3
14-43

4
프로젝트에 들어갈 재료 중에 손 도
구(hand tools) 부분에서 레이저 커
터를 추가했습니다.

원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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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스토리(Story) 메뉴에서는 내가 실행할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소개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➐ 어태치먼트(Attachments) 메뉴에서는 프로젝트에 사용한 코딩 소스, 하드

웨어 회로도, 각종 디자인 소스를 업로드합니다.

➏

➑ 각 메뉴에 정보를 입력했으면, ‘고우 투 프로젝트(Go to project)’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당분간 비공개로 할 것인지 선택
하면 됩니다.

스토리(Story) 메뉴에서 임의로 프로
젝트 소개를 작성했습니다.

➐

프로젝트에 사용한 코딩 소스, 하드
웨어 회로도, 각종 디자인 소스 등을
업로드합니다.

핵스터에 만든 오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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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포트폴리오, 꾸준히 작성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지속
적으로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만들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작업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기 쓰듯, 습관 들이기

영메이커프로젝트에서는 만들기 활동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번 10분 혹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기록하는 규칙을 정
한 겁니다.
영메이커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개의 거점에서 총 4번
(2018년 기준) 진행됐습니다. 3년 동안 영메이커프로젝트에 참여한 총 학생
수는 약 700명 정도입니다. 2018년에 진행한 영메이커프로젝트 개포 거점
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약 35명이 참가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까지 만들기 활동을 했죠. 만들기를 하다가도 12시 30분이
되면 모든 아이들은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아이들에게 워크시트
를 나눠주고 습관처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 습관을 들인
셈이죠.
30분이 길다면, 10분 정도도 좋습니다. 학생들도 처음엔 간단하고 짧게 작
성하는 편입니다. 그날의 활동 내용과 느낀 점, 다음주에 해야할 일과 준비
물을 기록하는 정도입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꾸준히 기록하면 나중에는 만
들기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죠. 전체 흐름이 보이면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도 쉽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기도 쉽고요.

영메이커프로젝트 시즌 4, 개포 거점
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작성한 오픈
포트폴리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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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로젝트의 조력자들이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오픈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학습자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
력자와 학습자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화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발전한 학습자는 다음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영메이커프로젝트 시즌4, 개포 거점
에서 활동한 박서준 학생의 오픈 포
트폴리오. 네이버 블로그에서 포트폴
리오를 기록했습니다.

위 사진은 영메이커프로젝트 시즌 4 개포 거점에서 활동한 박서준 학생의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처음엔 부담 없이 기록했지만, 습관이 들자 어느 정
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록의 내용과 깊이를 확장해나갔죠. 스스로 작성
한 기록을 통해 통찰력이 생기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얻는 가
치를 체감한 학생들은 오픈 포트폴리오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일관 성 있는 오픈 포 트폴리오를 만 들기 위한 질문 20가지

만들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죠.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알쏭달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들기 과정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모아본 질문들이죠. 성찰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
아보는 일’입니다. 즉 ‘만들기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던지는 질문’ 정
도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오픈 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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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 작성해보세요. 오픈 포트폴리오의 세계에 여러분이 좀더 편안하고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가이드’도 함께 소개
합니다.

만들기 과정에 대한 성찰
1 오늘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2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3 작업에 영감을 준 것들이 있나요?
4 시간은 충분했나요?
5 어떤 재료와 도구들을 사용했나요?
6 오늘 준비한 도구들(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중에 많이 활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불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7 어떤 점이 재미있었나요?
8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9 다음에 진행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10 다음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가이드
1 오늘의 오픈 포트폴리오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만들기를 하며 글, 사진, 영상을 어느 정도 기록했나요?
3 글, 사진, 영상 중에 오픈 포트폴리오에 올릴 것들을 골랐나요?
4 만들기를 하다 부딪힌 난관의 해결책을 찾았나요?
5 만들기 과정을 되짚어 보며 어떤 영감을 얻었나요?
6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 링크들이 있나요?
7 참고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작성했나요?
8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맞춤법과 오타를 확인했나요?
9 오늘의 기록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10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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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시
나만의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

Tip 1
댓글 작성 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오픈 포트폴리오의 전체 주

●

제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
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에 깊은 관심이

●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일상을 함께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픈 포트폴리오가 과제처럼 여겨지지 않
기 때문이죠. 즐기면서 기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또한 가끔은 쉬어 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을 완벽히 기록해야
한다는 압박은 만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희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들기를 통해 습득한 내용

●

을 숙고해 볼 수 있는 질문
을 던져야 합니다.
격려와 응원을 통해 메이커

●

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 성하 는 학 습자 를 위한 조력자의 역할

6차시에서 긍정적 조력자는 능동적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기를 할 수 있도
록 최적의 환경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오픈 포트폴리

합니다.

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 조력자는 학습자가 오픈 포트폴리오를 주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사

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관심과 지지를 표현해줘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

용해야 합니다.

지 평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
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이죠.

Tip 2
긍정적 조력자의
좋은 댓글 예시

조력자가 학습자의 오픈 포트폴리오에 댓글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
니다. 댓글은 포트폴리오를 만든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지만, 상처

“우와~ 와이파이로 연결한

가 되거나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격려하고 긍정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딜레이가

방향으로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물론, 댓글 작성의 주의점은 학습자에게도

●

정말 없네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무

●

적용됩니다.

척 신기하네요”
“아두이노 포럼의 관련 글

●

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

●

이지만, 진행하면서 배우는
게 많겠어요. 응원합니다!”
“우리집에도 있는 재료로

●

이런 로봇을 만들다니 대
단합니다.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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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기

1 만들기를 진행하는 동안 자동으로 기록
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까요?
더 알아보기

2 오픈 포트폴리오의 예를 스스로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것과 개선할 부분은 무엇
인지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3  오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업데이트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픈 포트폴리오 실용 가이드. 오픈 포트
폴리오에 대한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https://makered.org/wpcontent/uploads/2016/11/
Maker-Ed-OPP-A-PracticalGuide-to-Open-Portfolios_
final.pdf
사진, 영상 촬영 기법 가이드

https://creatoracademy.
youtube.com/page/lesson/
framing?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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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16차시

영메이커 워크숍
17차시

시민 메이커 워크숍
18차시

페어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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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6의 핵심은 ‘실행’입니다. 파트 2에서 설명한 ‘능동적 학습자’와 ‘긍정적
조력자’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 구현되는지, 그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
차적으로 설명합니다.
파트6에서 다루는 주요 활동은 ‘메이커교육 워크숍’과 ‘메이커 페어’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개요로 시작해 16~17차시는 워크숍 준비부터 마
무리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18차시는 워크숍에서 만든 작품
을 오프라인에서 공유하는 ‘메이커 페어’를 설명합니다. 파트6을 적극 활용
해 여러분도 직접 ‘실행’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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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메이커교육 워크숍이란
메이커교육 워크숍은 참여자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만드는 창의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경험을 통해 메이커교육의 가치를 체화하는 일이
죠.
메이커교육 워크숍의 첫 번째 목적은 ‘만들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
다. 만들기가 즐겁다고 느낀 사람은 워크숍 이후에도 쉽게 만들기에 도전하
게 되죠. 두번째는 ‘성장’입니다. 계획대로 만들기를 진행했다면 학습자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반대로 더딘 진행 과정을 겪거나 만들기의 완성도가 떨
어진 학습자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갖습니다. 결과에 만족하든 그렇지 않
든, 학습자는 직접 실행하는 주도성과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하게 되죠.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학습자는 스스로 만드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협력’을 배웁니다. 또 협력을 통해 내 아이
디어가 발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공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공유는 타인에게 자신
의 경험을 나누는 행위죠. 앞의 파트에서도 계
속 설명했듯, 메이커정신과 활동은 공유의 가치
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들이 실
현되려면,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워크숍을 진행
해야 합니다. 우선, 워크숍은 학습자의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지지합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
든 만들어보라고 지지하는 겁니다.
학습자와 조력자(혹은 운영진)는 대등한 관계입니
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 학습자와 긍정적 조력자가 함
께 성장하는 메이커교육 워크숍.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죠.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
합니다. 조력자는 학습자가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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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를 유도하며,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런 점은 영메이커 워크숍도 시민 메이커 워크숍도 똑같습
니다. 다른 점을 있다면, 능동적 학습자와 긍정적 조력자 중
어느 역할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영메이커 워크숍의 주체는 영메이커(청소년)입니다. 직접 아
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메이커교육
실천에서 2016~2018년까지 진행한 4번의 영메이커 프로젝트는 초등학생 4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워크숍은 영메이커가 고민하고 성장할 시
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지정된 공간에서 장기간 만들기를 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해외 사례로는 메이커교육에서 선두적인 역학을 보여주고

청소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
게 만드는 영메이커 워크숍.

있는 메이커에드(MakerEd)의 영메이커스(Young Makers) 프로그램이 있습
니다. 청소년 메이커 클럽의 형태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시민 메이커 워크숍

메이커교육의 긍정적 조력자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
다. 사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모태는 영메이커 프로젝트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을 운영하려면 긍정적 조력자로 봉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조력자는 영메이커의 성장을 이해해야 하며, 정답이 아닌 다양한 선택의 방

메이커교육실천의 2017 영메이커
프로젝트. 그중 은평 거점의 영메이
커들.

향을 적절히 제안할 줄 알아야 하죠. 이를 위해 조력자 역시 최소한의 만들
기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들기라는 행위를 이해해야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메이커문화와 멘토링의 이해가 높은 중고등
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
은 만들기 경험을 통해 능동적 조력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2
메이커교육실천의 2018년 시민 메
이커 워크숍. 시민 메이커가 조별 작
1

2

품 발표를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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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영메이커 워크숍과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관계

영메이커 워크숍과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봤습니다.
구분

영메이커 워크숍

시민 메이커 워크숍
메이커교육에 관심 있으며, 영메이커 워

대상

만들기에 관심 있는 영메이커

크숍에서 긍정적 조력자로 활동하길 원하

(학습자).

는 성인 또는 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고 교
육봉사를 하고 싶은 청소년.

영메이커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
목적

운영 기간

메이커교육이 무엇이며, 어떤 교육적 효과

드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만들기 가 있는지 학습자 입장이 되어 직접 경험.
의 즐거움을 깨닫고, 능동적 학습자

긍정적 조력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

로 성장.

를 이해하고 실천.

매주 1회 3시간/총 6주~12주 과정.

5시간(1일)~12시간(2일)

표에서 보듯, 두 개의 워크숍은 맞물려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통해 긍정적 조력자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메이커 워크숍에 동참
해 영메이커의 성장을 이끄는 식이죠. 또한 성공적인 영메이커 워크숍은 다
시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자양분이 됩니다. 더 많은 시민 메이커에게 전파
되고 메이커교육을 확산하게 만듭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기획하기
메이커교육 워크숍의 기본은 메이커교육의 핵심을 이해하고 상세 프로그램
을 설계할 수 있는 운영진(조력자)의 확보입니다. 운영진이 확보됐다면, 워크
숍 기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워크숍을 열기 위해 운영진이 준비해야 하는 일을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기획 - 운영 준비 - 워크숍 운영 단계’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
다. 그다음 각 단계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일정
기획 워크숍 시작 전에 정해야 하는 기본 사항

메이커교육 워크숍 참여 대상자
메이커교육 워크숍 장소
메이커교육 워크숍 상세 프로그램
메이커교육 워크숍 홍보

운영 준비 워크숍 운영 전에 진행해야 하는 사항

메이커교육 워크숍 신청 접수
운영을 위한 양식 준비
도구와 재료 준비

워크숍 운영 워크숍 당일 준비해야 하는 사항

221

공간 세팅 등

Part 6
메이커교육 워크숍

메이커교육 워크숍 일정
영메이커 워크숍 일정의 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들기 활동을 하는
스케줄입니다.

워크숍 일정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지를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학습자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운영자(조력자)의 시간도 고려해야 하죠. 또
공간 대여가 가능한 일정과 대여 비용도 확인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의 경우, 학생들이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 1회, 3시간 정도의 만들기 활동을 짧게는 6주
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경우, 주
중에는 바쁜 성인 참여자를 배려해 주말 동안 교육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참 여 대상자

영메이커 워크숍에 참여하는 대상의 기준을 정합니다. 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야 정확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워크숍을 주관하는 곳이
학교나 지역의 지자체 같은 기관 소속이라면, 그 기관의 특징에 맞춰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지역 학생들 같은 식으로 정하는 거죠.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운영되는 워크숍이라면, 대상 선정은 더 자유롭습
니다. ‘만들기에 관심 있는 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특정 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 ‘만들기에 호기심과 의지가 있는’ 정도의
넓은 기준으로 학습자를 받는 것이 메이커교육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단, 운
영진은 수용 가능한 인원과 연령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걸 잊지 마세요.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나이, 성별, 직업 등 참여하는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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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메이커 워크숍 일정의 예입니다.
주말 내내 진행되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성할수록 시너지가 생깁니다. 다양한 구성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이 사고
를 확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란 의미는 아
닙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메이커교육을 이해하고 영메이커의 눈높이에
서 멘토링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이 필요합니다. 참가자의 자질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모집 요건으로 워크숍 참여 목적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참여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장소

장소에 따라 학습자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좋은 장소’가 시설이 좋고 설비가 완벽한 곳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장소 선정의 팁이 될만한 조건들을 아래에 따로 적어봤습니다. 메이커톤 또
는 해커톤 같은 메이킹 행사를 진행하기 적합한 공간의 조건으로, 메이커교
육 워크숍에도 적합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

●   

학습자들이 찾아오기 쉬운 장소

●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허가된 장소

●   

무선인터넷이 원활한 장소

●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 장소

●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 수납이 용이한 장소

●   

메이커교육 워크숍 장소 형태의 예시

학습자가 만든 작품을 워크숍이 아닌 시간에도 보관이 가능한 장소

●   

강연, 커뮤니티 모임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메이커 워크숍을 활용한 예
입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상 세 프 로 그램

일정이 확정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이 학습자
주도로 진행돼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피동적 학습에 익숙해진 학습자를 능동
적인 학습자로 전환하려면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먼저 진행 단계별로 시간을 배분하고, 그 단계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합니다. 시간 배분은 주로 영메이커 활동의 기본인 ‘아
만들기 활동에 최적화된 공간을 워크

이디어 구상-설계-만들기-공유’에 기준합니다. 그뒤 단계별로 활동을 촉진할

숍에 활용한 예입니다.

교육적 장치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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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메이커 페어 영상을 함께 보면서 토의하는 활
동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재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
기 위해서 재료시장을 함께 방문하는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계 또는 각 활동을 담당할 운영진(조력자)을 미리 정하면 더 좋습니
다. 활용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교육 자료 역시 미리 의논해 골라두면
더 알찬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경우, 메이커문화와 메이커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교육 시간과 실제 만들기 활동의 비중을 우선으로 정하고 세부 내역을
설계해 나가면 좋습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준비하기
메이커교육 워크숍 홍보

워크숍 기획이 정해지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워크숍의 목적과 운영 주체
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사 홍보
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성이 높은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메이커 스페이스 공지

●   

모임 플랫폼 활용(모임 플랫폼 온오프믹스 onoffmix.com, 맞춤형 행사지원 플랫폼

●   

이벤터스 Event-Us.kr, 지역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 미팅을 조직하도록 돕는 밋업
Meetup.com)
언론사 활용(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협력을 통한 기사화)

●   

기관 인트라넷(대학교 학사 공지)

●   

홍보 자료는 친절하고 쉽게 작성합니다. 메이커문화나 메이킹 자체를 모르
는 사람도 워크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행사를 소개하는 기
본 정보 외에도 교육의 목표, 예상하는 교육 시간표를 첨부하면 더 좋습니
다. 홍보는 여러 개 매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지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해 홍보를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포스터와 참가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될 기본 정보들입니다.
워크숍 이름 			

●   

워크숍 기간 및 시간		

●   

워크숍의 목적 및 가치		

●   

신청방법 및 신청링크(QR코드활용)

●   

주최/주관/후원단체 목록		

●   

●   
●   
●   
●   
●   

모집 대상 및 인원
워크숍 장소
워크숍 진행 방식

영메이커 프로젝트는 언론사 협력,

운영진 소개 		

웹 사이트 공지와 SNS 홍보를 결합

참가비 유무, 혹은 참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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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홍보했습니다.

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메이커교육 워크숍 신청 접수

특정 기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이 아니라면, 보통은 온라인 신청 접수를 권
합니다. 최근에는 구글 설문지(docs.google.com/forms) 같이 편리한 온라인
설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설문 서비스를 활용해 신
청 양식을 준비하고, 온라인 설문 링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합니다.

메이커 워크숍 홍보 포스터 예시

Tip 1
홍보 매체 또는 플랫폼에 따
라 사용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홍보 대상자
또는 유관 기관에서 선호하는
홍보 매체나 플랫폼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Tip 2
포스터를 제작을 위해 저작
권이 사진 혹은 아이콘 이미
지를 찾고 있다면, 저작권이
공개된 사진과 아이콘을 공
유하는 플랫폼을 이용해보세
요.
→ 사진 공유 플랫폼
unsplash.com
→ 아이콘 공유 플랫폼
thenounproject.com

구글 설문지로 작성된 시민 메이커
워크숍 신청서 양식의 예

225

Part 6
메이커교육 워크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인쇄물
형식과 웹 설문지 형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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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 서비스는 해당 설문 서비스에서 접수 완료된 신청자 정보를 체
계적으로 가공해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자 정보 관리가 용이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올릴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잊지 말고
반영하세요. 워크숍 참여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며 어떻게 활용할지 운영
진과 의논해 정한 뒤 신청서 양식에 반영하면 됩니다. 별도의 동의서를 문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교육 워크숍 운영 준비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해 운영진(조력자)은 운영 과정을 확정하고 교육
공간을 준비합니다. 사전 준비를 워크숍 전과 워크숍 당일로 나눠 설명했
습니다.
워크숍 전 준비

사전에 워크숍 장소를 방문해 대여나 구매가 필요한 물품이나 도구가 있는
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장소 대여 기관에 사전 신청합니다. 또 빔 프
로젝트, 오디오 시설 등은 직접 사용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밖에
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➊ 운 영 을 위 한 양 식 출석부·운영일지·교육일지·명찰 등이 필요합니다. 운영

일지는 교육 날짜별로 진행한 과정을 운영자끼리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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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시
메이커교육 워크숍 이해하기

1
1
웹 사이트(goo.gl/XuSkng) 형식의
교육일지입니다.
2

2

인쇄 파일 형식의 교육일지.

질병으로 결석한 학생, 교육장의 시설 고장 같은 내용을 기록해 워크숍 운
영에 참고합니다.
교육일지는 교육 날짜별 활동 기록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활동이 진행됐
는지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구글문서 같은 온라인 공유 문서를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쉽
고, 운영진끼리 공유하기도 편합니다. 별도의 워크숍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에 관련한 기록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➋ 도구와 재료

워크숍 예산, 참여자 수, 진행 공간 등에 맞춰 준비합니다. 도구와 재료는 학
습자의 만들기의 폭을 결정합니다. 워크숍 단계별로 학습자가 적절한 도구
와 재료에 노출되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도구와 재료는 학습자의 연령과 난
이도, 만들기 경험치 등을 고려해 준비합니다. 특정 재료에 쏠림 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재료 간의 수적 균형과 다양성 확보도 고려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재료와 도구는 만들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또 팀 활동에 쓰일 공통 물품을 우선 준비합니다. 수량은 칼,
가위 같이 대다수 인원이 빈번히 사용하는 도구와 인두와 같이 특정 활동
에만 활용되는 도구를 기준으로 나눠 정하면 됩니다.
일정이 긴 영메이커 워크숍의 경우, 개인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는 프로그램
활용 빈도가 높은 기본 문구와 소도

을 진행하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치제어가 필요한 CNC나 레이저

구 중심으로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커터처럼, 공간에서 갖추지 못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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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습자에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방문

Tip 1

하도록 안내합니다.

재료 배치할 때 주의할 점
재료가 잘 보이도록 배열합

●

워크숍 당일 준비

니다. 큰 테이블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학습자가 쉽게

공간 세팅은 최소 30~6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학습자가 활동할 테

재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블을 배치하고 재료 도구를 진열합니다. 도구 재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재료는 넉넉하게 준비합니

●

다. 양이 적으면 참가자들이

있도록 별도의 큰 테이블(학습자 테이블이 아닙니다)에 진열합니다. 진열할

재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때 각 도구와 재료의 다양한 쓰임새를 부각할 수 있도록 배치해보세요. 학

없습니다.

습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

●

을 제거한 후 학습자에게 제
공합니다.
특별하고 이색적인 재료도

●

추가해봅시다. 놀라운 결과
로 나타납니다!
학습자가 재료를 정리할 수

●

있는 수납함, 라벨, 박스들
을 준비해주세요.

메이커교육 워크숍 공간 배치의 예

‘도구 사용존’을 별도로 만들면 좋습니다. 칼이나 톱, 글루건 등 조금의 부

1

주의로도 다칠 위험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분리된 공간입니다. 이때 도
구 사용존 담당 운영진(조력자)을 정해 학습자의 도구 사용을 지켜보게 합
니다. 담당 조력자는 학습자에게 도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주의가
필요한 도구를 따로 관리합니다.

2

마지막으로, 학습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출입구 가까운 곳에 출석체크와

1

워크숍 인쇄물을 놓을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또한, 워크숍에 쓸 교육 자료

메이커교육 워크숍 재료 및 도구 배

와 파일은 빔 프로젝트와 연결된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둡니다.

치의 모습.
2
한쪽 공간에 별도 도구 사용존을 마
련했습니다.

228

16차시
영메이커 워크숍

16차시

영메이커
워크숍

영메이커 워크숍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메이커교육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이란
‘영메이커 워크숍’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메이커교육입니다. 매주 1번, 3
시간을 할애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죠. 이 과정을 통해 청소
년은 내 안에 내재한 메이커 자질을 발견하거나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깨
닫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메이커 워크숍’의 특성상, 16차시에서
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영메이커’라고 부르겠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에서 영메이커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
조력자’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 조력자의 역
할은 중요합니다. 영메이커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만들기에 최소
한의 관여만 합니다. 또 시기적절하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은 능동적 학습자와

영메이커 워크숍 기본 과 정

긍정적 조력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

짧게는 6주, 길게는 6개월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 없이 진행하는 기본

며 진행합니다.

과정은 ‘아이디어 구상 → 설계하기 → 만들기 → 공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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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구상 무엇을 만들지 정합니다.

●   

설계하기 정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만들기의 계획서 또는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

●   

입니다.
만들기 설계에 따라 본격적인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   

공유하기 만들기 과정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   

이 과정이 꼭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영메이커 개인의 속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
고, 누군가는 만들기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만들기를 개선하기
위해 앞 단계로 돌아가, 위의 과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
메이커는 만들기를 하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디어 구상 단
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후 수정한 아이디어에 맞춰 재설계하고 다시 만
듭니다.
마지막의 ‘공유’ 역시 꼭 최종 단계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정의 중간 중
간, 영메이커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습니다.
즉, 위의 기본 단계에는 정해진 시간이나 룰이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
은 영메이커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돕는 일이 바로 조력자의 역할이고요.
단 하나, 정해진 룰도 있습니다. 오픈 포트폴리오의 기록입니다. 조력자는
영메이커가 매번 꾸준히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도록 장려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원칙

메이커교육이 가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
을 두고 있습니다.
①메이커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은 전문 메이커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저 학습자
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만들기 과정을 즐기도록 해줄 뿐입니다. 따
라서 워크숍의 전 과정을 영메이커 스스로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줍니
다. 주도적으로 만들기를 해낸 영메이커는 다른 활동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이끌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② 조력자 는 영메이커를 가르 치지 않는다

조력자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만들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뿐,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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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답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평소
꼼꼼히 영메이커 활동을 관찰하다 진행이 제자리걸음을 한다 싶으면, 질문
이나 대화를 통해 영메이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때도 어떤 답을 제시하
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될 자료나 도구 등을 넌지시 제시하며 영메이커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돕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
는, 영메이커 워크숍의 메시지를 잘
표현한 어느 학생의 작품입니다.

③결과보다 과 정이 중요하다

영메이커 워크숍의 핵심은 스스로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결과로 평
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
다. 영메이커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
로 설계했는지, 작품 완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며 문제를
최대한 개선했는지 등입니다.
워크숍의 최종 발표나 전시회에서 미완성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영메이커도
있습니다. 미완성이지만 영메이커들은 당당하게 과정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스스로 경험한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또한 영메이커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실행 방법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앞
으로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는 특정 작품에 상을 주기보다, 수
평적인 상을 준비해 모든 영메이커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④모든 과 정과 결과 는 공유한다

메이커문화는 공유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확산됩니다. 공유문화는 메이커
만들기 과정을 오픈 포트폴리오에 기
록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는 영메이커.

교육과 영메이커 워크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영메이커는 워크숍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반복적으
로 진행함으로써 영메이커는 공유문화를 체감하고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⑤학부모는 개입하지 않는다

영메이커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기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
합니다. 메이커교육의 본질을 학부모가 이해해야 개입이 적어지기 때문입니
다. 또한 학부모가 영메이커 워크숍의 중요성을 영메이커에게 강조하고, 응
원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며 꼭 필요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을 처음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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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부모를 상대로 부모가 지녀야 할 중립적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설
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의 운영 형태

영메이커 워크숍은 기간·장소·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운영 인력과 공간, 예산 등을 고려한 워크숍의 운형 형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①학교에서 열리는 영메이커 워크숍

학교 또는 교사 주도로 진행하는 워크숍입니다. 주로 학기 중에 열리죠. 학
교에서 주도할 경우 학년 전체 또는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교사 주도로 진행할 때는 학급 단위로 열리기도 합니다. 학교
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메이커교육을 보편적 교육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공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메이커 워크숍.

교육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또 교과목 외의 영역
에서 학생의 성장을 이끌고 그 과정을 교사가 적극 참여한다는 점도 중요합
니다. 또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쉽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임 소재, 보험
가입여부 등)가 비교적 명확하죠. 단점도 있습니다. 국내 학교 대부분이 메
이커교육을 위한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 도구나 기
자재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별 수납 공간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②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영메이커 워크숍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도 영메이커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메이
커문화가 확산되며 메이커 스페이스도 늘고 있죠. 메이커 스페이스는 뭔가
를 만들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워크숍을 하기에도 적합합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진행 중인 영메
이커 워크숍입니다.

니다. 또 전문 메이커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 장비도 상당수 보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문 장비가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메이커 눈높이에 맞춘 안전 점검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또 멤버
십으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빌릴 경우, 멤버들에게 메이커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③ 시민 메이커교육자 에 의한 영메이커 워크숍

시민 메이커교육자가 세운상가 공간

메이커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민 메이커교육자들이 운영하는 영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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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입니다. 이 경우 워크숍을 열 공간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기
관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은 기존 교육의 문제점
을 메이커교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 메이커교육자 중에는 같은 지역 주민끼리 커뮤니티를 조성해 지역
안에 메이커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은 물론, 지역 커
뮤니티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기획
영메이커 워크숍의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운영진 구성, 참여 대상자 설
정, 워크숍 과정 설계, 운영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워크숍 운영진 구 성하기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메이커의 자율을 보장하면
서도 필요한 시기에만 적정선을 지키며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커교육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메이커를 이끌어준 경험이 어느 정도 축
적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의 동기부여가 필
영메이커 워크숍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조력자.

요한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 중에 한 명 이상은 영메이커
워크숍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어떤 운영진이 몇명 참여하느냐에 따라 워크숍의 질과 규모가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력자 1명에 영메이커 4~5명 비율이 적정합니다만, 메
이커교육 경험이 없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라면 조력자 1명에 영메이커 3~4
명 비율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력자 1명이 4명 학생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비율은 비율일 뿐입니다)이죠. 조력자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모든
영메이커의 만들기 진행을 숙지합니다. 운영 개선을 위해 조력자 간의 의견
교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점을 위해서도 영메이커 전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조력자 1명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0~25
명입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영메이커의 수가 이 규모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메이커 워크숍을 처음 기획한다면, 조력자 4~5명(경험 있
는 조력자 1인 포함)과 영메이커 20명의 규모가 가장 무난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영메이커 워크숍은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
사 1인에 학생 25~3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때는 인원 자체를 조정할 수 없
으므로, 운영 방식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만들기 프로젝트 대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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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겁니다. 학생 중에 영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거나
만들기에 익숙한 학생이 있다면, 학급의 조력자로 지정해 도움을 받아도 좋
습니다. 실제로 영메이커 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이 워크숍에 참가하면, 워크
숍 진행 중에 자연스럽게 다른 영메이커의 조력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운영진과 참여자가 확정되면, 사전 회의를 통해 운영진 역할을 분담합니다.
운영진은 긍정적인 조력자로서 영메이커를 응대하는 일과 함께 워크숍 운영
도 해야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역할에 맞는 담당을 정하고, 담당을
지원할 부담당도 정합니다. 운영진의 주된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눠 소개합
니다.
①리더

영메이커 워크숍은 운영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습니다. 리더가 없을 경우,
자칫 워크숍이 진행 방향을 잃기 쉽죠. 리더는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
검하고, 조력자 간의 교육적 소견이 다를 때 중재를 합니다. 또 운영진 대표
로서 워크숍 협력 기관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② 회 계·재 료 구 매 담 당

워크숍에 쓰이는 재료를 구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워크숍 전체 예산
중에 재료 구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계와 재료 구매는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촬영 담당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 담당합니다. 촬영 목적은 두 가지입니
다. 영메이커 워크숍 운영기록을 위한 촬영, 그리고 영메이커 개별 활동의 기록
입니다. 운영기록은 영메이커 워크숍 전체의 흐름을 스토리 중심으로 기록하
는 겁니다. 개별 활동 기록은 영메이커가 작업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촬영입니
다. 나중에 워크숍 결과 기록물을 만들 때 쓰입니다. 담당 조력자가 찍은 사진
과 동영상은, 워크숍이 끝날 때쯤 영메이커에게도 전해줍니다. 또 운영진끼리
도 공유합니다. 클라우드에 올려 운영진 전체가 볼 수 있게 합니다.
④운영기록 담당

운영기록은 운영진회의를 위해 쓰이는 자료입니다. 워크숍을 시작하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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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주마다 운영회의를 엽니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영
메이커의 작업 상황에 운영진이 어떻게 대응할지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긴
시간 워크숍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운영회의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클라우
드에 보관해 모든 운영진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상적인 운영회의는 매주 워크숍 시작 30분 전에 1회, 워크숍이 끝난 후
마무리 회의로 1회 합니다. 초반에는 의논할 내용이 많아 30분 이상 소요
되기도 하지만, 워크숍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회의는 10분 전후
로 끝나기도 합니다.
⑤교육기록 담당

영메이커의 워크숍 활동 기록을 뜻합니다. 매주 어떤 주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본격
적인 만들기에 들어가면 영메이커별로 진도가 달라집니다. 교육기록에 영메
이커 개인의 진도를 간단히 기록하면 좋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교육일지 문서 형식.

담당자는 워크숍 당일 클라우드에 올라온 사진을 사용해 교육기록을 작성
합니다. 웹이나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도 되고, 파일로 작성해서
클라우드로 공유해도 됩니다. 교육기록은 다른 운영진이 내용을 보강할 수
도 있습니다.
⑥ 출 석확 인 및 연락 담당

워크숍 중에는 영메이커의 출결(출석과 결석)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특히 워
웹 페이지 형식으로 만든 영메이커
워크숍의 교육기록.

크숍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 있다면, 출결 확인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출결은 영메이커의 만들기 상황을 조력자가 정확하게 따라가고 적절하게 돕
기 위해서도 꼭 파악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만들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
인 이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1주 걸러 워크숍에 참석한
영메이커가 헤매지 않고 본인의 단계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가 도와줍니다.
전체 출결 관리는 한 명의 운영진이 담당합니다. 또 개별 연락과 공지도 전
담합니다. 영메이커와 학부모에게는 출결을 담당하는 운영진의 연락처를 전
달하며, 결석할 경우 사유와 함께 전화나 문자 통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

영메이커의 출석을 확인하며 안내사

다. 사전 연락 없이 워크숍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운영진이 연락해

항을 전달하는 조력자.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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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결 담당자는 매주 워크숍 2~3일 전에 영메이커와 학부모에게 전체
공지도 보냅니다. 변경사항(장소·시간·활동·추가 준비물)을 안내하는 목적도
있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워크숍이 느슨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의도 또한 있
습니다. 결석이 많아지거나 지각자가 속출하면 워크숍에 대한 집중력이 급
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체 공지는 e-메일, 문자, 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공지 내용
을 신속하게 전달하기에는 문자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워크숍 중에 갈등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해 민감한 사항을 공지할 때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내용을 신중히 확정한 후 공지합니다. 출결과 공지내용 역시 운영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올리고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⑦ 도 구 ·재 료 관 리 담 당

도구와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입니다. 공구나 도
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진된 재료는 없는지 매주 워크숍 전에 확
인합니다. 이는 영메이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글루건이 과열되거나 전선에 문제가 있으면 영메이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구·재료 담당자는 안전 점검도 같이 합니다. 또
구급 상자에서 부족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 장갑은 찢어지거나
늘어붙은 곳이 없는지 살핍니다.
이처럼, 워크숍은 운영진이 준비하고 챙길 일이 많습니다. 모든 운영진이 함
께 협력하되 담당자와 부담당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촬영 담당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운영진 전체가 사진을 다양
하게 찍어 클라우드에 올리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 담당은 워크숍 전
체 스케치에 집중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참 여 대상자 설정

영메이커 워크숍은 주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운영 목적과 전문성에 따라 대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년이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고, 영메이커 워크숍 신청 조건에 만들기 계획
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열정적인 만들기 계획을 제출한 영메이
커를 위주로 뽑는 거죠.
혹은 영메이커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로 구성한 워크숍을 행할 수도 있죠. 워
크숍 기간이 짧고 인원이 소수일 때에는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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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만들기’ 처럼 주제를 좁혀서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과 정 설계

영메이커 워크숍은 기간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구상하기→설계하기→만들
기→공유’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특정 단계를 반
복해 실행하면 더 좋습니다. 만들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영메이커가 경
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워크숍 과정은 매주 1회, 3시간씩, 10주를 기준으
로 합니다. 물론, 모든 영메이커가 이 10주 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목표나 성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는 당연히 편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10주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진행 단계

활동 내용

주차

시작하기

워크숍 과정을 이해하고 영메이커 간에 친밀감 높이기

1주

아이디어 구상하기

무엇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2~3주

설
계
만
들
기

마
무
리

설계하기

어떻게 만들지 간단히 계획하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보고, 제작 계획을 보완하기

작품 만들기

설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품 만들기

작품 발전시키기

지속적으로 보완해 작품의 완성도 높이기

작품 완성

최종적으로 다듬어 작품 완성하기

발표하기

작품과 만들기 과정을 워크숍 멤버에게 발표하기

페어 준비하기

페어의 전시 판넬을 작성·제작하고 전시 세팅 준비하기

3~4주
5~9주

10주

영메이커 워크숍 운영 규정
워크숍 기획단계에서 놓치기 쉬우나, 꼭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운영 규정입니다.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워크숍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
명의 운영진과 학습자,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부족으
로 운영 의도가 왜곡되거나, 참여자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획단계에서 규정을 정해,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영메이커와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규정은 운영진이 숙지할 내용과 참여자(영메이커·학부모 포함)가 알아야 하
는 내용으로 나눠 정합니다. 규정은 문서화해 운영진이 보관하되, 영메이커
나 학부모에게 전달할 때는 ‘공지사항’이나 ‘안내’의 형식으로 전합니다. 사
전에 정한 규정이라 해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규정 역시 전체 참여자에게 공지합니다.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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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메이커 출결 기준

출석은 워크숍 참여 의사를 밝힌 영메이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
다. 영메이커 워크숍은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입니다. 스스로 원하
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워크숍 70~80% 이상 참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점
을 고려해 출결 기준을 정하고, 영메이커와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또 워크
숍에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결석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전에 결석 사유를
말하고 양해를 구하면 결석 예외 처리를 할 것인지, 지각도 출결 사항으로
기록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대체 활동을 인정할지도 정합니다. 결석했지만,
다른 시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만들기를 하거나, 집에서 만들고 동
영상을 제출하면 결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자
유시간 활용에 제약이 많은 고등학생을 위한 예외사항으로 정할 수도 있습
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

영메이커 워크숍 참여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면, 어떤 증명
서를 어떤 기준으로 발급할지 정합니다. 영메이커에게 발급 가능한 증명서
로는 수료증, 활동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기준은 메이커교육의 취지를 반영해 ‘결과보다 과정’이 강조되
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료 기준으로 최종 작품 제출 여부를 넣
을 경우,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영메이커는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
다. 이런 부분은 영메이커 워크숍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비록 미완성이라
해도 과정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칭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워크
숍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출석 내역을 기준으로 넣는 것이 메이커교육의 취
지와도 잘 맞습니다. 그밖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중간 발표와 공유
결과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자세히 정해 워크숍 신청 공지 때부터 자
세히 설명할 것을 권합니다.
영메이커 재료 지원

영메이커마다 만드는 작품이 달라, 원하는 재료가 다르고 그에 따른 구매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워크숍에서 모든 재료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
다. 대신 1인당 지원하는 재료비를 정해서 영메이커와 학부모에게 공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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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재료를 구매하는지도 함께 공지합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의 ‘영메이커 프로젝트’에서는 1인당 5만원의 재료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외 추가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또 영메이커가 요청
한다고 해서 조력자가 무조건 구매하지 않습니다. 구매가 필요한 재료들을
영메이커 직접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조력자에게 제출하면, 조력자는 만들
기 계획과 희망 재료를 검토해 해당 재료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만들기와
상관 없는 재료 신청은 거부되고, 신청한 재료보다 더 적합한 재료가 있을
경우 조력자가 영메이커와 의논한 후 결정합니다.
재료 지원 원칙도 있습니다. 재료는 지원하지만, 완제품이나 키트는 지원하
지 않습니다. 다만 완제품이나 키트라 해도, 해체해서 필요한 부품만 사용
하거나 변형하는 경우에는 구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런 원칙이 없으면 불필요한 재료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활동과 상관
없는 물품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
하지 않아서 구매 실패를 반복하다가 정작 필요한 재료를 사지 못하는 경
우도 있죠. 이런 원칙과 기준 역시 영메이커 워크숍 모집 공지부터 설명하
는 게 좋습니다.
운영진 수칙

운영진 수칙은 모든 운영진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운영진의 참여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과 함께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칙에
는 운영진의 의사결정 방식, 의무적으로 수행할 역할을 포함합니다. 10주
과정의 워크숍을 운영하다보면 간혹 1~2회만 참여하거나, 운영회의에는 아
예 참석하지 않는 운영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워크숍
참여 회수, 운영회의 참여 회수 등을 수칙에 명시합니다. 수칙은 운영진을
독려하는 차원보다, 애초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배제
하는 장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확보

개인정보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지정한 기간에만 사용하고 바로
폐기합니다. 워크숍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영메이커의 연락처입
니다. 그 외에는 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수집정보내역
과 보관기간이 달라집니다. 수료증을 발급한다면 개별 영메이커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소속 정보, 생년월일 등)가 필요하고, 추후 재발급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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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관 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워크숍 운영 결과를 디지털 또
는 인쇄 출판물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영메이커들의 초상권을 확보해야 합
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워크숍 기획 단계에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내역을 확
인하고 이에 맞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취급 동의서와 초상권 사용 동의서 등을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시점은 워크숍 신청 단계가 무난합니다. 추가 설명과 함께 동의서 서명
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면, 워크숍 첫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진행해
도 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동의서와 초상권 동의서를 받는 참여자의 범
주는 영메이커만이 아니라 운영진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와
작성자

초상권 사용 동의서
1.

,

,

①
※

,

2017

.

②

초상권 사용 동의서 양식의 예.

작성일자

,

* 아래 동의 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
.

,

? :

자(후견인)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

□

□

본인 ________________은 메이커교육과 관련된 활동(영메어커 워크숍, 미니 메
이커 페어, 메이커 교육 포럼 등)에서 촬영한 본인의 초상사진 제작물과 관련하

2.

여 그 제작물을 사용하는데에 동의합니다.

,
2017

- 사용기관 : 메이커교육

2017

- 제작물의 형태 : 홍보물,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 자료집, 메이커교육 웹사이트,

1

※

.
? :

,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2017

.

□

□

3

,

,

,

.
.

2017
:

(

)

본인이 동의한 상기 기관 외에 본인의 초상권을 재차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인쇄 제작물의 경우 1부를 증정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처 주소 :
연락처 :
년

월

일
성명:

(서명)

영메이커 워크숍 사전 준비하기
재료와 도구 준비부터 오리엔테이션 준비까지, 영메이커 워크숍 모집 공지
이후 진행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참가자 신청 접수

신청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합니다. 구글 서베이 같은 디지털
설문양식을 활용할 경우 신청자 명단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명단을 만들
다 보면 간혹 제출 양식(개인정보동의서, 초상권 동의서 등)을 빠뜨린 신청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에게 따로 연락해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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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참가 목적이나 희망 프로젝트를 적게 했다면,
운영진이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같이 활동할 영메이커의 성향을 파
악합니다.
만약 모집 방식으로 선착순 마감을 선택했다면, 인원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마감 발표를 합니다. 반대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운영회의
를 열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영메이커를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재료와 도구 준비하기

공통으로 쓰일 재료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아이디어 구상→설계하기→만
들기→공유’ 중에서 만들기 단계(프로토타이핑 만들기 포함)까지 비교적 간
단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 기본 재료인 필기구·카드보드
지·우드락·가위·커터 등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도구와 재료가 다양하면, 아이디어 구상의 폭도 넓어질 수 있죠. 예산이 가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재료와 도구를
구매하고 점검합니다.

능한 선에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면 좋은 이유입니다. 최근 만들기
활동에서 많이 쓰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곳을 파악하고 영메이커가 방문해 사용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조율합니다.
디지털 오픈 포트폴리오 방식 정하기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오픈 포트폴리오를 쓸지 정합니다. 개인마다 웹사
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고, 워크숍 전체 인원이 하나의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나눠 진행상황을 함께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5를 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의 진행만 놓고 본다면, 전체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편리합니다. 단점은 워크숍 이후에 이 플랫폼을 영메이커가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메이커가 개별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
면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작성법이나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술이 영메이커마다 달라 개개인에게 맞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방식이나 서비스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운영진
은 영메이커의 연령, 성향과 운영방식을 고려해 적절한 오픈 포트폴리오 방
식을 정합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는 첫째 주 활동부터 기록하기 때문에, 워크숍 전에 세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팅이란, 필요한 모바일 앱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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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등의 사전 절차를 말합니다. 또 14세 미만은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니, 이런 점까지 고려해 영메이커가 미리 절차를 밟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
당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록을 위한 모바일 기기를 지참하라는 내용도 공
지합니다. 학부모에 따라서는 영메이커의 스마트폰 지참을 꺼리는 경우도 있
으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설명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에서 활용한 오픈 포 트폴리오 플랫폼의 예
1
메이커교육실천의 ‘영메이커 프로젝
트 시즌2’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공동
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해 오픈
포트폴리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참
여자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
는 게 장점입니다. 또 하위 카테고리
를 활용해 영메이커별로 개인 기록을
올렸습니다.
2
‘영메이커 프로젝트 시즌4’에서는 공
동으로 Daum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말머리’로 회차를 구분하며 기록했죠.
카페 전용 모바일 앱이 따로 있어서,
영메이커가 스마트기기로 촬영하고
1

기록하기 편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

3
‘영메이커 프로젝트 시즌3’에서는 만
들기 플렛폼 Youngmaker.or.kr을 활
용했습니다. 플랫폼에 기수별 페이지
를 개설 요청하면 워크숍 전체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프로필 화면이 자동으로 생성돼, 영메
이커가 나중에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영메이커 프로젝트 시즌4’에 참여했
던 중학생 영메이커는 개인 유튜브 채
널을 사용해 오픈 포트폴리오를 기록
했습니다. 또 해당 유튜브 링크를 워크
숍 공용 블로그에 게시해 다른 영메이

3

4

커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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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안내하기

워크숍 시작 5일 전에 영메이커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시
작 2일 전에 같은 내용을 다시 발송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안내하며 워크
숍 참여를 독려하고 준비물과 변경 사항 등을 알립니다. 만일 워크숍 장소
가 찾아오기 어려운 편이라면, 지도 이미지를 같이 발송합니다. 첫 날은 영
메이커와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니, 학부모를 초청하는 내용
도 함께 넣습니다. 사전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말

●   

시간과 장소

●   

찾아오는 길 설명(필요에 따라 이미지 첨부)

●   

학부모 초대 안내

●   

오픈 포트폴리오 사전 준비(플랫폼 방식에 따라 회원 가입, 부모님 동의, 앱 다운로드

●   

등의 절차를 준비해올 것) 안내

영메이커 워크숍 안내 문자 예시
이번주 토요일에 영메이커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다음 안내를 확인하시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활동 장소 및 시간 안내

날짜 2019년 00월 00일(토)

●   

시간 00:00시~00:00시

●   

장소 ○ ○ ○ ○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초대

영메이커 워크숍 첫 날에는 학부모 대상의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합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00시부터 00
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찾아오는 길 안내

다음 지도 링크를 참고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http://www.www.www
참석시 준비 사항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같은 개인 스마트 기기를 지참해주세요(wifi 제공 예정)

●   

워크숍 활동 기록을 위한 카페 가입을 완료하고 참석해주세요.

●   

(카페 www.www.www에 회원가입 완료 후, id/pw 기억하고 참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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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준비하기

영메이커 워크숍의 목적부터 내용, 진행 방식, 참여자의 자세까지, 워크숍
전체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 알리는 행사입니다. 모든 운영진의 협력이
필요하며, 행사 당일에도 전 운영진의 노동력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운영진
은 제한된 시간 안에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시간은 어
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나눠 발표 자료를 준
비합니다.
09:30~10:00

출석 및 공간 둘러보기

10:00~10:30

공동 오리엔테이션: 메이커교육 소개 및 워크숍 소개(영메이커와 학부모)

10:30~11:00

[영메이커] 자기 소개 및 만들기 계획 발표
[학부모]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진행(별도 공간으로 이동 후 진행)

11:10~12:00

영메이커 첫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12:00~12:30

마무리 활동(주변 정리, 영메이커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 다음주 일정 소개)

워크숍의 시간 배분은 진행 상황과 목적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또한 첫
주 워크숍, 즉 오리엔테이션 때 꼭 포함해야 할 3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공동 오리엔테이션

영메이커와 학부모가 모두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전합니다. 먼저 운영진을 소
개하고, 이어서 메이커문화와 메이커교육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 워
크숍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활동으로 구성되는지 소개합니다.
워크숍 과정을 말할 때,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오픈 포트폴리오’
입니다. 사전준비를 안내한 오픈 포트폴리오의 필요성과 기록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의 핵심이 ‘결과보다 과정’을
통한 성장이며, 이를 위해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
니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영메이커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공간이 허락한다면, 학부모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해 ‘학부모 오리
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가까운 카페를 활용하는 것
도 방법입니다. 공동 오리엔테이션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메이커교육
의 가치를 설명하고, 운영진이 소속된 기관의 메이커교육 활동을 소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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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워크숍 진행에 필요한 학부모의 협조 사항을 말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은 부모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부모의 관심
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무엇을 배웠
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니” 같이 활동을 점검하는 태도는 지양해달라
고 말입니다. 특히 학부모의 아이디어를 영메이커에게 주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대신 이 활동이 의미가 있음을 영메이커에게 지속적으로 알
려주고, 과정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
니다. 때문에 FAQ를 준비해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운영 규정(출석 규정, 증명서 발급, 재료 지원 등)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
도록 안내합니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FAQ 예시
만들기 기술, 기법(3D 프린팅, 아두이노 등)을 가르쳐주나요?

●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무엇을 만들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   

만들기 내용을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   

만들기에 익숙하지 못해 진도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기를 완성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오픈 포트폴리오를 왜 해야 하나요?

●   

영메이커의 친목 을 도모하 는 ‘아이스 브레이킹’

첫날인 만큼 영메이커끼리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팀을 짜서 공동으로 만들기를 진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이드북에서는 ‘마시멜로 챌린지’
와 ‘카드보드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마시멜로 챌린지

정해진 재료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한시간 동안 마시멜로를 가장 높게
올리는 팀 활동입니다. 2회 이상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선의 방법
마시멜로 챌린지를 위해 팀원이 의논

을 찾아내기 위해 회의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가 강화되기 때문

중인 모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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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드 챌린지

카드보드지와 박스를 재활용해 팀별로 무엇인가
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주제를 정해서 진행할 수
도 있고, 자유 주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
교적 짧은 시간 안에 창의적이면서 재미난 결과
물을 만드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최종 점검하기

워크숍 시작 2~3일 전에 최종 점검회의를 합니
다. 점검할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워크숍이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업데

카드보드지와 박스를 재활용해
만들기를 하는 모습.

이트하면 회의에 도움이 됩니다. 이 리스트는 워크숍을 운영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매주 워크숍 시작 전에 점검 리스트를 보며 필요한 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메이커 워크숍 최종 점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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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 워크숍 운영
가이드북에서는 10주 프로그램의 영메이커 워크숍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기간과 구성은 운영자들이 논의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10주 과정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진행 단계

활동 내용

주차

시작하기

워크숍 과정을 이해하고 영메이커 간에 친밀감 높이기

1주

아이디어 구상하기

무엇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2~3주

설
계

설계하기

어떻게 만들지 간단히 계획하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보고, 제작 계획을 보완하기

만
들
기

작품 만들기

설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품 만들기

작품 발전시키기

지속적으로 보완해 작품의 완성도 높이기

작품 완성

최종적으로 다듬어 작품 완성하기

마
무
리

발표하기

작품과 만들기 과정을 워크숍 멤버에게 발표하기

페어 준비하기

페어의 전시 판넬을 작성·제작하고 전시 세팅 준비하기

3~4주
5~9주

10주

1주, 영메 이커 워 크숍 시 작 하기

만들기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영메
이커 워크숍.

운영진(조력자)은 워크숍 시작 1시간 전에 모여 공간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
담한 후, 각자 할 일을 진행합니다. 출석 확인부터 전체 오리엔테이션, 학부
모 오리엔테이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워크숍 공간 구 성

영메이커들이 낯선 환경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환영 파티 분위기로
꾸미면 좋습니다. 장시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영메이커들이 중간에 먹을
간식도 준비합니다. 또 메이커문화를 소개하는 책과 작품들을 진열해 영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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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공간은 크게 출석 확인 공간, 영메이커 개인 활
동 공간, 재료를 모아두는 공간, 도구 사용 공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간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영의 의미를 담아, 워크숍 공간을 파
티 느낌이 나도록 꾸몄습니다.

영메이커들을 위해 간식과 메이커문화
를 소개하는 책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공간 세팅의 예입니다.

워크숍 공간에 조력자들이 만든 작품도
전시했습니다. 영메이커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죠.
출석 확인 공간 출입구에 출석을 확인하는 공간을 마

재료 공간 큰 테이블 위에 재료와 도구를 일목요연하

련합니다. 혹시 동의서 제출을 빠뜨린 영메이커가 있다 게 배열합니다.
면, 이 곳에서 작성해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영메이커 개인 활동 공간 가능하다면 개인이 한 작업 도구 사용존 칼, 글루건 등 특별히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대(1명당 4절지 이상의 작업 공간)를 사용하게 합니 도구는 ‘도구사용존’에서만 사용하게 합니다. 도구사용
다. 공간에 제약이 있다면 팀별 또는 같은 주제의 만들 존은 개인 작업대가 아닌 다른 공간에 넓게 마련합니다.
기를 하는 영메이커끼리 모여 한 작업대를 사용해도 다른 활동 공간과 거리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또 조력자
됩니다.

1인 이상이 상시 대기해 도구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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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확인과 환영

영메이커가 도착하면, 운영진은 출석을 확인하며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영메
이커들이 호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친근한 태도로 자주 말을 걸어주
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을 확인한 영메이커는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까지 공간을 둘러보고 다
출석 확인 공간입니다. 빠진 서류가
있는 영메이커의 경우, 이때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과를 즐기면서 다른 영메이커와 담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운영진들
은 적극적으로 영메이커에게 다가가 영메이커가 관심을 보이는 장비와 작
품 등을 설명해줍니다.

1
영메이커들에게 3D프린터를 설명하
는 조력자.
2
워크숍 공간을 소개하고 있는 조력자.

1

2

오리엔테이션

영메이커가 모두 도착하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워크
숍의 과정, 진행 방식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픈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왜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영메이커와 학부모 모
두 이해할 수 있게 친절히 설명합니다.
3
영메이커 워크숍을 진행할 운영진 소개.
4
워크숍 과정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
션 현장

3

4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진행합니다. 학부
5
5

모 오리엔테이션은 영메이커 워크숍의 또 다른 조력자인 학부모를 설득하
는 과정입니다. 영메이커의 만들기 활동에서 학부모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

오리엔테이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은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한다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또 영메이

있는 영메이커들.

커의 개인 차이, 진도 차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을 설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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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숍 외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들.
2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현장.

1

2

다. 다른 영메이커와 비교하지 않고 작은 만들기 결과물이라도 소중하게 여
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또한, 영메이커 활동 공간에 학부모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은 워크숍 첫 날뿐이라는 것도 친절히 안내합니다.
영메이커 자기소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때, 영메이커는 자기소개와 만들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1명당 2분 내외로 짧게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만들기 계획이 없
는 영메이커도 막연하게 만들고 싶은 것, 관심 있는 영역을 발표하면 됩니
다. 조력자는 지금의 만들기 계획이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
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정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Tip 1
조력자의 긍정적 리액션
영메이커가 자기소개와 만들기
계획을 발표할 때, 긍정적 조력
자의 반응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발표를 경청하고, 그다음
긍정적 메시지와 관심을 표현
합니다. 영메이커가 자신감 없
거나 부끄러워할 경우, 조력자
는 발표 내용 중에 긍정적 요
소를 발굴해 칭찬하고 독려합
니다. 조력자가 몸과 말로 전달
하는 메시지를 통해, 영메이커
와 조력자가 수직 관계가 아니
라 동반자에 해당하는 수평 관
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워크숍 첫날, 자기소개 중인 영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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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브레이킹

영메이커들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마
시멜로 챌린지’를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위바위보로 팀 구성 중인 영메이커들.

팀 구 성하기

전원이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도록, 나이와 성별을 섞어 팀을 구성합니다. 제
비뽑기나 가위바위보처럼 즉흥적으로 팀을 구성해도 좋습니다. 운영진은 간
단한 기준만 정하되 방법은 영메이커가 정해도 좋습니다. 즉흥적인 활동으로
팀을 구성할 경우, 그 자체가 영메이커에게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팀 이름을 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
는 영메이커들.

팀 이름 정하기

팀원끼리의 첫 활동이라 어색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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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팀 결속력이 생깁니다.
이때 조력자는 팀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팀에 참
여해 팀원들이 서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름이 다 정해지면, 팀별로 팀이름을 발표하게 합니다.
마시멜로 챌린지

한정된 재료를 사용해 가장 높게 탑을 쌓는 팀이 이기는 활동입니다. 운영
자가 최고 높이를 측정할 때까지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과로 인정합니다.
안정감 있게 탑을 올리기 위해 팀원들은 함께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패하
고, 다시 시도하는 협업을 경험합니다.
챌린지는 2회 반복해 팀이 방법과 결과를 개선해나가도록 유도하면 더 좋
습니다.

1

<마시멜로 챌린지 방식>
1
마시멜로 챌린지 게임 규칙을 설명 중
인 조력자.
2

2

마시멜로 구조물을 쌓고 있는 영메이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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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 멜 로 챌 린 지 ① 마시멜로를 연결부로 활용한 챌린지
정해진 개수의 스파게티면과 마시멜로를 사용해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팀이 우승합니다.
접착제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마시멜로를 접착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물: 스파게티면 10개, 마시멜로 10개, 측정용 줄자.
마 시 멜 로 챌 린 지 ② 탑을 쌓은 후 최상단에 마시멜로를 올리는 챌린지
정해진 개수의 스파게티면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엔 접착제로 종이테이
프나 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마시멜로는 완성된 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립니다.
마시멜로를 꼭대기 올려놓고 5초 동안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조별 마시멜로 결과물을 측정하고 있

준비물: 스파게티면 20개, 마시멜로 1개, 종이테이프 90㎝, 실 90m, 가위, 측정용 줄자

는 조력자.

오픈 포트폴리오 첫 기록

오픈 포트폴리오 기록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이후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스
스로 촬영하도록 영메이커에게 안내합니다. 디지털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
에 모든 영메이커가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설명을 넣어 기록을 완성
하도록 유도합니다.
초등학생 비중이 높은 워크숍이라면, 디지털 오픈 포트폴리오를 바로 사용
하기보다 워크시트에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영메
워크시트를 활용해 오픈 포트폴리오
를 작성하고 있는 영메이커.

이커가 쓴 워크시트는 스캔해서 운영진이 보관합니다.
첫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에는 영메이커 대부분이 한 줄 정도만 간신히 작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주 작성하는 것을 습관 들이면, 어느덧 영메
이커가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1, 2
3D 모델링 결과를 촬영하고 있는 영

1

2

3

4

메이커. (우측) 재료 선정 결과를 기록
중인 영메이커.
3, 4
컴퓨터 화면 결과를 촬영해 오픈 포트
폴리오에 기록한 경우입니다.
(우측) 만들기 과정을 순차적으로 촬
영해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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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습관이 들려면,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을 권하고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력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과정이 알차게 기록돼 있다거나, 사진을
잘 찍었다는 등의 긍정적 의견을 전달합니다.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
더라도 영메이커마다 기록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조력자는 영메
이커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 것을 응원해

영메이커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줍니다.

촬영한 사례입니다.

만들기 전체 과정을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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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워크숍 마 무리

매주 활동은 뒷정리와 다음 시간 안내로 마무리합니다.
함께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기

만들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나오고, 도구와 재료도 널브러져 있게
영메이커가 스스로 치우고 분리수거
한 쓰레기들.

됩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함으로써 영메이커는 작
업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워크숍 끝나기 30분 전에는 오픈 포
트폴리오 작성을 마무리하고 다 함께 정리정돈과 청소를 시작합니다. 조력
자는 워크숍 공간에 재활용 비닐을 비치해 영메이커가 직접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도록 안내합니다.
운영진 마무리 회의

워크숍을 종료하면 운영진은 마무리
회의를 합니다.

영메이커가 귀가하면 운영진은 마무리 회의를 합니다. 당일 워크숍을 되돌
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논해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다음주 워
크숍 준비도 합니다. 회의 내용은 운영기록으로 남기고, 교육일지 담당자는
당일 내로 교육일지를 작성해 공유합니다.
2~3주, 아이디어 구 상 하기

워크숍 1주가 워밍업이었다면 2주부터는 만들기의 궤도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기본 과정인 ‘아이디어 구상 → 설계하기 →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는 영메이커.

만들기 → 공유’ 중에 아이디어 구상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규칙 정하기와 안전 교육

과천 영메이커,
즐거운 메이킹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

메이커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덕목 중 하나는 ‘자율’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
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죠. 자율에 기초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율을 실천하기 위해, 두 번째 워크숍에
서는 영메이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공동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핸드폰 게임하지 않아요 (자료 검색은 OK )
팀활동에 적극 참여해요
(의견을 독점하지 않아요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의 의견을 제안해요)
친구와 장난하지 않아요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며 책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은 주로 공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안전 주의사항입니다. 시작에 앞서 조력자가
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면, 영메이커가 규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

친구에게 비속어,욕을 하지않아요
친구를 때리지않아요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않아요
서로의 제작물에 참견하지않아요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선생님께 예의 갖춰서 행동해요

영메이커가
함께 정한 규칙의 예입니다.
-

함께 의논해 결정합니다. 규칙이 정해지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영메
이커 활동 공간에 게시합니다.
안전교육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메이커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강의장에서 뛰어다니지 않아요
안전수칙을 잘지키고,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않은 장비는 만지지 않아요
장비, 도구사용 후 뒷정리를 잘해요

이미치 출처: How to Build Your Makerspace, EdSurg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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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용법을 숙지 못한 도구 중 하나가 칼입니다. 무리하게 힘을 줘 한
번에 자르려고 해서죠. 사선으로 각도를 유지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칼을 그어 자르는 것을 조력자가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글루건도 부주의하
게 사용하면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1
영메이커에게 생소하고 혼자 사용하기
에 난이도가 높은 장비는 조력자가 설명
하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2
안전 교육도 실시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
1

은 도구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도

2

구사용존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설
명하고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합니다.

또한 워크숍 공간에 목공 전기톱, 레이저커터, CNC 등의 장비가 갖춰져 있
다면, 사용시 조력자의 안내를 받을 것을 꼭 당부합니다. 장비를 사용할 때
는 먼저 조력자가 시범을 보이고, 이후 영메이커가 작업하는 것을 조력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3
조력자가 택배 상자를 안전하게 자르는 법을 설명해
이에 따라 영메이커가 안전한 칼 사용을 체험하고 있
습니다.
4, 5
도구사용존에서 작업 중인 영메이커들의 모습입니다.
6, 7
영메이커가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3

조력자가 시범을 먼저 보입니다.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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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케치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들기 경험이 적을수록 더
막연하게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아이디어 스케치는 처음부터 완성도를 높이
지 말고, 상상한 것을 가볍게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작업합니다. 엉뚱한 아이
디어라도 상관 없습니다. 단, 무기처럼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아이디
스케치를 통해 만들기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는 영메이커들.

어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영메이커의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또한 영메이커가 스케치를 하는 동안 조력자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무엇’
을 만들고 싶은지, ‘왜’ 만들고 싶은지, ‘어떻게’ 만들지, 같은 질문입니다. 만
들기의 본질을 고민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만들기를 하던
영메이커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메이커가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 결
과물입니다.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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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색하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는 검색을 권합니다. 검색은 상상
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구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검
색과 이미지 검색을 진행하면 다양한 만들기 사례가 결과로 나옵니다. 정확
한 전문 용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방법이 궁금할 때는 유튜브 검색을 합니다. 만들기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색 키워드입

만들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영메이
커가 참조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니다. 예를 들어, RC카 만드는 법을 검색하고 싶은 영메이커가 있다고 해보
죠. 그런데 ‘RC카’라고 검색창에 치면 RC카 상품과 판매처만 주로 나옵니
다. 반면 ‘RC카 DIY’로 검색하면 메이커의 RC카 작품과 만드는 과정이 결
과로 나옵니다. 이처럼 검색 키워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영메이커가
있다면, 조력자가 적절한 키워드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Tip
자료 검색과 그룹 토의
자료 검색과 함께 그룹 토의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비슷한 관
심사를 가진 영메이커끼리 모
여 자신들이 찾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구
체화할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
어주는 겁니다. 만들기 활동 자
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메이
커들이라면 조력자가 그룹 토
의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조력

1

자의 질문과 대화로 영메이커

2

는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하기

아이디어 구상이 끝나면 발표를 시작합니다. 1명에게 주어진 발표시간(질의응
답 포함)은 5분 내외입니다. 이때 조력자는, 영메이커가 무엇을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포함해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2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해 자료 검색(왼
쪽)과 그룹 토의를 하고 있는 영메이커
들(우측).

사실 참가자 전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영메이커가 제
법 많습니다. 발표에 앞서 조력자는 어떤 아이디어도 환영한다는 점, 그리
고 지금의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설명합니다. 발표에 유독 부담을 느끼는 영메이커에게는 격려의 말을 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영메이커가 즐겁게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
도해줍니다.
발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라면, 나머지 사람은 발표를 경청하는 태
도가 필요합니다. 발표자의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자
세도 있어야 하죠. 물론, 발표를 듣고 쉽게 의견을 내놓는 학습자는 많지 않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는 영메이커

습니다. 이때도 조력자의 적당한 개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

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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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부분을 언급하면서(밝은 표정과 응원의
말은 필수입니다) 다른 영메이커가 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는 식이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게 됩
니다.
아이디어 발표에서 기존 작품의 개선

Tip

점을 설명하고 있는 영메이커.

만들기 경험이 많은 영메이커라면?
만들기 워크숍 경험이 많은 영메이커 중에는 자신만의 특화된 만들기 영역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
우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바느질회로, 3D모델링 등 관심 분야가 명확하
고, 계속 그 영역의 만들기 작업을 해온 영메이커들입니다. 이런 영메이커의 경우 조력자는 예전 작
품을 되돌아보며 개선점을 찾게 하거나, 기존에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영역을 확장할 것을 유도합
니다. 또 아이디어 발표에서는 전에 만든 작품의 문제점도 같이 발표하도록 안내합니다.
포스트잇으로 표현하는 공감 활동
아이디어 발표가 끝나면, 모든 아이디어 스케치를 벽에 붙여 공개합니다. 영메이커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때 조력자는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권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써서 스
케치 위에 붙이게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위에 붙은 포스트잇은 해당 아이디어를 구상한 영메
이커에게는 관심과 격려로 느껴집니다.

1
아이디어 스케치에 포스트잇으로 공
감 표현 중인 영메이커.
2
포트스팃이 붙은 어느 영메이커의 아
이디어 스케치.

1

2

영메이커의 선행 경험 나누기
워크숍을 운영하는 조력자가 감동을 느끼는 일 중 하나는, 조력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영메이커를
볼 때입니다. 주로 영메이커 워크숍 경험이 많은 중·고등학생 영메이커가 초등학생 영메이커의 조
력자가 되어줄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협력 모드이지만, 조력자가 어떻게 환경 조성을 하
느냐에 따라 이런 협력 모드는 더 빨리 형성됩니다. 이를 테면, 조력자가 경험이 많은 영메이커에게
선행 경험을 10분 정도 발표하도록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발표로 인해 어린 영메이커는 경험이 많은
영메이커를 롤모델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메이커들간의 친밀도 역시 높아집니다.

3

4

5

6

3, 4
드론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경험을 발
표 중인 고등학생 영메이커의 모습입
니다.

경험이 많은 영메이커가 어린 영메이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5, 6
경험이 많은 영메이커가 어린 영메이커에게 도구 사용법을 설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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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 설계하기

다음 순서는 설계입니다. 설계라 해도, 처음부터 자세한 설계도를 그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간단히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검토한 후에, 설계
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력자가 주목
할 부분은, 이때부터 개인의 진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바꾸길 희망하는 영메이커가 제법 많습니다.
사실 영메이커가 자신의 만들기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조력

설계를 위해 치수를 측정하고 있는
영메이커의 모습.

자는 그 이유를 자세히 듣고 영메이커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면 변경을 허가
합니다. 일부 영메이커는 만들기가 어렵게 느껴지면 바로 포기하고 계획을
변경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메이커의 만들기 주제를 따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력자는 영메이커에게 다른 사람의 만들기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해줘야 합니
다. 어렵더라도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가야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또한 재료 구매까지 완료한 상태에서는 만들기 계획을 변경하기 어
렵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특히 워크숍 마지막에 메이커 페어를 계획하고 있
다면 페어 일정 안에 만들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설명
합니다.
별도의 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만들기에 들어가는 영메이커도 있습
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이미 상세 설

아이디어 스케치의 다음 단계로 아이디
어를 발전시키고 있는 영메이커.

계 수준까지 진행한, 즉 목표가 뚜렷한 영메이커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
로 재료 구매와 프로토타입 만들기에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간단히 설계하기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설계에 앞서
간단한 설계를 진행합니다. 설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영메이커

워크시트를 활용한 간단한 설계 진행.

도 있기 때문에, 조력자는 설계란 무엇이고 왜 하는지 설명해줍니다. 설계
진행 과정을 담은 영상과 설계도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도면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영메이커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 설계 요소를 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를 들어, 형태는 상세하게 그리고, 기능은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생각해놓
은 재료가 있다면 재료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영메이커의 설계 내
용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력자는 재검토 방향 만을 안내하고, 수정안

영메이커 설계 진행을 검토해주는 조

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력자는 다음의 설계 기준을 공유해, 영메

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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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 스스로 자신의 설계 과정을 검토하게 합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요?

●   

제작 소요 시간이 적정한가요?

●   

재료값이 과하게 들어가진 않나요?

●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   

프 로 토타 입 만 들기

카드보드지, 우드락, 나무젓가락 같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시험적으로 만드는 것을 프로토타입 제작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검토하고 있는
영메이커.

입이란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영메이커들을 위해 조력자는 개념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프로토타입이 완
성 작품으로 변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
토타입 만들기를 통해서 영메이커는 자기 작품의 크기나 형태, 소재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죠.

슈퍼 히어로의 만능장갑 구현을 위해
카드보드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영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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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토타 입부터 작 품 이 완 성되기 까지 , 영메이커의 만 들기 과 정

1, 2
하드보드지로 형태를 잡은 프로토타입(좌)
1

2

과 완성된 아크릴 재질의 동물먹이함(우).

3, 4
작은 크기로 만들어 구조를 확인한 프로
토타입(좌)과 큰 크기로 완성한 도미노
3

4

플랫폼(우).

5, 6
나무젓가락으로 구조의 각을 정한 프로토
타입(좌)과 완성한 목재 대형 투석기(우).
5

6

7, 8
컬러 점토로 형태를 디자인한 프로토
타입(좌)과 3D프린팅으로 완성한
7

8

사진액자(우).

9, 10
드로잉으로 캐릭터를 정한 프로토타입
9

10

(좌)과 완성한 컬러 웹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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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탐구

프로토타입을 만든 영메이커는 어떤 재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때쯤의 영메이커들은 자료 검색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
다. 물론,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한 검색과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필요한
만들기에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검색
하고 있는 영메이커.

재료를 찾는 검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영메이커들이 다양한 재
료 활용과 함께 현실 가능한 재료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1인
에게 주어진 재료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합
니다.
Tip
재료 탐방
재료를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은 검색입니다. 하지만 영메이커가 재료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료
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죠. 만들기 재료의 폭
은 굉장히 넓지만, 영메이커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대형 문구점, 대형 잡화점이나 마트에서도 충
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세운상가나 방산 시장 같은 전문 재료상 밀집지역을 찾아가
면 좋습니다. 영메이커의 만들기에 사용할 재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료에 노출되는 것은 영메
이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재료 탐방을 진행할 때는 영메이커가 메모할 필기구를 챙겨오도록 합니다. 관심 있는 재
료를 발견하면 재료명, 모델명, 가격, 특징 등을 기록하게 합니다. 메모는 추후 상세 설계와 재료 선
정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1, 2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료 탐
방에 나선 영메이커들의 모습입니다.

1

2

Tip
워크시트 활용해
재료의 성질 파악하기
만들기 경험이 적은 영메이커는 재료

저의 이름은

2017
영메이커 프로젝트
서울1. 혁신센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무엇은 만들어 보고싶은지 검색하면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적어 보아요.
종이, 나무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흙, 지점토, 밀가루 등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에 따라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보고 싶은것에는 어떤 것이 있
가 만들
나요
?
에내
그밖

이럴 때는 다음 워크시트를 활용하
면 좋습니다. 워크시트 별로 재료가
기록돼 있어,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조사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
을 진행하고 나면 영메이커는 재료별

플라스틱, 깡통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천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로 만들기 아이디어를 다르게 발전시
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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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수치를 측정해 설계하고 있는
영메이커.
2
프로토타입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를
구체화하는 영메이커.
1

3

2

3D모델링을 계획 중인
영메이커의 상세 설계 내용.
4
게임 컨트롤러 제작을 계획 중인
영메이커의 상세 설계도.

Tip
3

4

상세 설계를 위한 워크시트
상세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세 설계

워크시트를 활용해보세요. 영

프로토타입 결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최종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
서는 작품의 크기, 각도, 두께 같은 수치는 물론이고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

메이커가 최종 설계에 필요한
요소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계
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 모든 목록이 확정돼야 합니다.
최종 설계까지 끝나면 설계 발표를 시작합니다. 역시 1인당 5분 내외로 발
표합니다.
재료 신청하기

상세 설계를 위한 워크시트 양식의 예시.

재료 선정을 놓고 검토 회의를 하고 있는
영메이커와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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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에 필요한 재료가 결정됩니다. 메이커교육실천
의 영메이커 프로젝트는 1인당 5만원(배송비 포함)의 재료비를 지원했습니
다. 5만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영메이커가 자비로 부담할 것을 규칙으로
정했죠. 재료비는 현금으로 영메이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메이커가
필요한 재료 목록을 신청서로 제출하면 조력자가 검토합니다. 그리고 필요
한 재료에 한해 조력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료 신청 양식의 예입니다.

영메이커가 신청 완료한 재료 구매 신청서의 예입니다.

재료 신청서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영메이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재료를 찾아 쇼핑몰 URL과 함께 상세 내역을 기입하는 식입니다.
문구류는 다양한 구매처가 있지만, 전기회로나 컴퓨터 부품 같이 특화된
재료는 일반 쇼핑몰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력자가 사전에 특화된 재
료를 파는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리스트를 전달해줍니다.
재료 신청서에는 URL은 물론이고 재료 옵션, 수량, 구매가, 배송비 등도 자
세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하드보드지를 사려고 해도, 4절 크기, 3T
두께와 같은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LED 전구 역시 하얀색, 5mm, 커넥터
유무와 같이 옵션 사항이 많습니다.
영메이커가 재료 신청서를 완성하면 조력자와 함께 보며 검토회의를 합니
다. 컴퓨터 앞에 조력자와 영메이커가 앉아, 신청한 재료가 타당한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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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살펴봅니다.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영메이커가 많이 범하는 실수는 규
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정작 작품에 필요한 재료를 고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터’가 필요하다면, 검색결과에 나오는 것을 바로 선
택해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모터가 DC 모터인지 서보 모터인지 정해야 하고
전력, 저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료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
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 운영진이 동시에 투입해 재료신

대형 문구점에서 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영메이커들.

청서 검토회의를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신청서가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워크숍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진
은 즉시 구매를 시작합니다. 단순 문구류는 따로 정리해, 가까운 대형 문구
점이나 잡화점에서 한번에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메이커와 함께 방
문해 희망 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원하는 재료
를 찾아내는 것도 영메이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5~ 9 주, 만 들기

만들기 과정은 10주의 워크숍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죠. 운영진은 긴 호흡이 필요한 만들기 활동에서
영메이커가 지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혹은 자신의 만들기에
만 함몰되지 않도록 시야를 확장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간혹 만들기를 중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영메이커.

간에 포기하는 영메이커도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
는 것도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또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 설계를 수정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를 보완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일은 만들기
를 발전시키는 과정(팅커링) 중 하나입니다.
작 품 만 들기

영메이커의 만들기 영역은 무척 다양합니다. 조력자는 이런 다양한 만들기
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장비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만약
3D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조력자는 3D프린터 확보가 가능한지, 근처에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모델링을 위한 노트북도 준비합니
다. 중학생 이상의 영메이커는 개인 노트북이 있는 편이지만, 초등학생 대부
분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메이커 대부분은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때문에
만들고 싶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이나 기능은 아직 습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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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죠. 그렇다고 해도 조력자가 직접 코딩이나, 3D모델링을 가르치지 않습
니다. 대신 영메이커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료와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조력자는 만들기 영역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이상적입니다. 물론 조력자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죠.
이때는 영메이커와 함께 찾아보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영메이커의 다 양 한 만 들기 활 동

1
3D프린터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조립
중인 영메이커들.
2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 영메

1

2

이커.
1

3
바느질로 재활용 쿠션을 만드는 영메
이커.
4
만화책 만들기를 하고 있는 영메이커.

3

4

5

6

7

8

5
목공으로 거대 투석기를 만들고 있는
영메이커.
6
3D프린팅으로 사진 액자를 만드는 중.

7
아크릴 재질로 동물먹이통을 만들고
있는 영메이커.
8
로봇 키트를 해체해 새로운 로봇을 만
드는 영메이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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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 ,16-123

Tip

자기부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자석을

‘실패하고 만들고’를 반복하는 것이
메이커 활동

탐구하고 있는 영메이커의 모습입니다.

프로토타입까지 만들며 설계했지만, 결국 원
하는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
다. 이런 경우 영메이커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1

하지만, 실패하고 만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야말로 진정한 만들기 활동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조력자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며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하도록 조언
합니다.

2

쉬어가는 활동도 1~2회 필요합니다
30분~1시간 정도의 추가 활동을 1~2번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추가 활동 역시 ‘만들기’입니다. 대
신 혼자가 아니라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무엇을 만듭니다. 함께 만드는 활동을 통해 만들기
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숍의 마무리 단계인 7주부터는 작품
완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활동을 지양합니다.

1, 2
영메이커 전원이 참여해 ‘골드버그 장
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만화가
루브 골드버그가 고안한 연쇄 반응에
기반한 기계입니다. 쉽고 단순한 작업
을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1

2

것을 말합니다.

3, 4
영메이커들이 함께 모여 어버이날과 스
승의날을 위해 ‘종이회로 카드’를 만들
3

4

고 있습니다.

5, 6
추가 활동 시간에 재활용품을 활용해
티슈 멀리 날리는 발사대를 만들고 있
5

6

는 영메이커들의 모습입니다.

7, 8
영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용하
지 않는 오래된 가전용품을 분해하고
7

8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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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만들기 분야에 따라 그룹을 나눴습니

Tip

다. 사진은 그룹별로 전담 조력자가

그룹별 담당 조력자 지정하기

멘토링하는 모습입니다.

설계가 완성된 시점에는 분야가 비슷한 영메
이커끼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룹
마다 담당 조력자를 정합니다. 이때 그 분야
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력자가 담당이 되면

1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메이커
를 꼼꼼히 챙길 수 있어서죠. 또 조력자가 참
고자료를 추천할 때도 그룹별로 안내를 진행
하는 편이 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그룹의 영
메이커끼리 모이면 협력도 더 잘 됩니다.
그룹별 멘토링을 진행하더라도 영메이커의 개

2

별 진도를 모든 조력자가 알고 있으면 더 좋
습니다. 다음의 ‘영메이커 진행 확인표’를 주마다 업데이트해 운영 회의에서 공유하길 권합니다.
그룹은 영메이커의 만들기 진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만드는 영메이커가
부품을 3D 프린팅할 계획이라면, ‘드론 그룹’에서 ‘3D프린팅 그룹’으로 옮겼다 다시 돌아올 수 있
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영메이커의 진도는 문서로 공유합니다.

3
영메이커 그룹별 담당 조력자를 정하
고, 만들기 진행 상황을 기록한 영메
이커 진행 확인표.

3

작품 발전시키기

설계대로 완성하면, 작품을 개선하는 팅커링 활동을 이어갑니다. 기능을 구
현하는 작품은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의도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기능
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작품의 무게를 감
량하는 등 다양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D프린팅 같은 디자인 모델
링은 출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3D모델링을 변경하거나 3D 프린팅
완성한 작품을 어떻게 개선할지 토론
하고 있는 영메이커와 조력자.

출력 후 후처리를 개선합니다.
이처럼 만들기는 단번에 완성하기보다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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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 자체를 변경할 때도 있고, 완성했는데 의도치 않은 오류나 문제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숍 최종 발표 전까지 작품을 개선해나가
도록 영메이커를 독려합니다.
개선을 위해 다 양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영메이커들

1
RC로봇의 후방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
1

중인 영메이커.

2
드론 설정값을 테스트 중인 영메이커.
3
게임 컨트롤러를 모바일로 테스트 중인
2

3

영메이커.

4, 5
만들기의 일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영
4

5

메이커들.

6, 7
만들기 일정 계획과 진행상황을 발표
6

7

중인 영메이커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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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작품을 개선할 무렵, 일정 계획과 중간 발표도 함께 진행합니다. 일정 계획
은 영메이커가 스스로 정한 주별 목표 활동을 말합니다. 워크숍 종료까지

일정 계획 워크시트
활용하기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정합니다. 10주 과정 워크숍이라면 7

영메이커가 짜임새 있게 일정

주 정도에 일정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일정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겁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워크시
트 사용을 권합니다. 주별로 진
행할 활동을 꼼꼼히 기록할 수

다. 그다음 영메이커별로 일정 계획과 만들기 진행 상황을 3분 내외로 발표
하게 합니다.

있습니다.

10 주, 워 크숍 마 무 리 ! 그 리고 페 어 준비하기

페어에 선보일 작품을 완성한 영메이커의 모습입니다.
(위)만들기 일정 계획 워크시트.
(아래) 워크시트에 영메이커가 쓴 일정
계획의 예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활동입니다. 작품 개선을
마무리하고, 작품 발표를 준비합니다. 영메이커 페어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페어 준비를 시작합니다.
만 들기 종료

완성된 작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영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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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워크숍에서 가장 처음 할 일은 작품 마무리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종 발표를 준비합니다. 또 오픈 포트폴리오에 최종 작품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 중인 영메이커들.

작품 최종 발표 , 그리고 ‘작은 전시회’ 열기

완성한 작품은 1인 3분 내외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오픈 포트폴리
오와 최종 작품을 함께 보여주며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력자는
만들면서 보람을 느낀 순간, 어려웠던 점 등을 질문합니다. ‘최종 작품’이 꼭
완성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완성을 못한 영메이커도 발표하기 때문입
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발
표하도록 지도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모든 작품을 워크숍 공간에 전시합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한
영메이커들과 조력자들이 모두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회를 여는 겁니다.
전시된 작품을 작동시켜보며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안내합니다. 조력자들도
적극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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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마지막 시간, 자신의 작품을
최종 발표하고 있는 영메이커들의 모
습입니다.

페어 준비하기

영메이커 페어가 계획돼 있다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전시 패널을 직접
만들도록 합니다. 페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또 가능하
면, 영메이커들이 페어 공간을 꾸미는 활동에도 동참하도록 권유합니다.

영메이커가 직접 만든 페어용 전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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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시

시민 메이커
워크숍

시민 메이커 워크숍이란
메이커문화와 메이커교육에 동참하는 시민을 위
한 워크숍입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의 운영 방법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
다. 내용은 영메이커 워크숍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10주 이상 진행하는 영메이커 워크숍의 알
짜를 2일 프로그램으로 압축했다는 점입니다.
또, 메이커교육을 실행할 시민이 스스로 학습자
가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워크숍에서 영메이

스스로 학습자가 되어 만들기를 경험

커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죠. 시민 메이커 워크숍

하는 시민 메이커 워크숍.

에는 성인은 물론이고, 메이커문화와 메이커교육,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높
은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17차시 역시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차시 영메이커 워크숍’를 읽지
않고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실행하기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6차시
를 숙지한 후, 17차시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겁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과정 설계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2일에 걸친 12시간 교육(4인 5조의 시민 메이커 총
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활동은 크게 메이커교육의 개념과 문화를 전달
하는 ‘인트로 교육’과 ‘만들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운영자는 이
두 영역의 비중을 고민해야 합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만들기의 교육
적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메이커를 이끌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교육이 길어지면, 참여자들이 쉽
게 지칩니다. 이어서 하는 만들기 활동도 힘을 잃을 확률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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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메이커 워크숍’ 상세 프로그램
의 예시입니다. 2일간 12시간, 20명
학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가이드북은 인트로 교육을 2시간으로 압축해 소개하고,
나머지는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 시간을 가집니다. 만
들기 경험을 메이커교육 이론과 연결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사전 준비하기
기획

시민 메이커 워크숍은 팀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장소는 팀 활동하기
좋은 곳이면서도 만들기 활동에 적합한 곳을 섭외합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
숍의 대상은 주로 성인이므로, 일정은 주말이 무난합니다. 다만, 교사 대상
워크숍처럼 직무 교육 차원에서 워크숍을 운영한다면 주중에도 가능합니
다. 워크숍의 장소와 일정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는 15차시에서 자세히 설명하
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

운영진의 역할을 나눕니다. 교육 운영자들의 특성에 맞춰 강의팀, 활동진행
팀, 진행보조팀으로 나눕니다. 강의팀은 워크숍의 가장 첫 번째 프로그램인,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인트로 교육’을 담당합니다. 학습자(시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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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한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간
결하지만 핵심을 뽑은 강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활동진행팀은 학습자가 된 시민 메이커들이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을 준비합니다. 진행보조팀은 워크숍 공간을 준비하고 학습자들을 안내하
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의 전체 진행 과정을 기록합니다. 만일 여
건상 운영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팀의 구분 없이 워크숍을 함께 운
영해도 됩니다.
교육 강의 준비

인트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메이커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메이커문화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은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 메이커
들의 특성에 맞춰 결정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 메이커 워크숍 인트로
교육의 구성 예시입니다.
인트로 교육 (주제별로 약 20분씩)
메이커는 누구일까?

●   

메이커교육의 ‘능동적 학습자’

●   

메이커교육의 ‘ 긍정적 조력자’

●   

메이커교육을 위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안전

●   

메이커의 공유문화와 오픈소스

●   

오픈 포트폴리오

●   

인트로 교육 상세 구성의 예시

●   

시민 메이커 워크숍 학습자에게 보내는 사전 안내 문자의 예시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가 확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내를 확인하고, 워크숍 당일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장소 및 시간 안내

일시 2019년 00월 00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 ○ ○

●   

준비물

개인 노트북(또는 기록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

●   

만들기 활동을 위한 재활용품(재활용품과 다른 재료들을 활용해 만들기를 진행합

●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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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학습자들에게 워크숍 관련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해, 사전 안내 문자를 보냅
니다. 안내 문자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장소와 위치, 시간, 준비물 같은
기본 정보입니다. 또 오픈 포트폴리오 기록을 위해 노트북(혹은 스마트 기
기)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공지합니다.
팀 구성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의 워크숍이라는 것을 감안해, 워크숍이 시작하기 전
운영진은 학습자들의 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자리배치합니다. 가급적 다양
한 성향의 사람들이 같은 조가 되도록 편성합니다. 물론 운영진이 신청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메이커활동 경험, 성별, 관심사 등
을 고려해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당일 준비하기
공간 세팅

학습자들이 도착하기 전, 진행보조팀은 워크숍의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팀
별 활동이 가능하게 테이블을 배치하고, 테이블마다 팀원 이름이 적힌 이
시민 메이커 워크숍을 위한 공간 세
팅 모습입니다.

름표를 가져다 놓습니다. 또 워크숍의 이동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해 재료와
도구를 배치합니다. 이때 재료와 도구들이 미리 준비한 개수만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로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자료, 발표를 위한 음
향기기, 빔 프로젝터 등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1
만들기 활동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2
도구와 재료를 세팅한 테이블입니다.

1

2

출석 확인

학습자들이 도착하면 출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일정표와 자리
배치표를 전달해 학습자가 자신의 팀과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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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와 식사 준비

하루 5시간 이상 진행되는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서 간단한 다과와 식사 준
비는 필수입니다. 다과는 학습자들을 위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커
피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식사는 도시락이나 김밥, 샌드위치 등을 준비합니다.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 대화하며 교
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줍니다. 운영진과 학습자가 함께 앉아 식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시민 메이커 워크숍 운영진은 ‘열린 마음’을 가져
야 합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 참여하는 학습
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가치관을 이미 성립하
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는 성인들입니다. 그
리고 그중 일부는 다년간 교육업에 종사한 사람
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학습자들은 메이커교육
이 생소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교육관과 충돌한
시민 메이커 워크숍 운영진은 열린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운영진
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의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

마음으로 학습자를 대해야 합니다.

고 토론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의 차이는 시민
이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소개하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또
워크숍 운영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간단히 가집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현장.

인트로 교육

인트로 교육에는 메이커문화, 메이커교육, 능동적 학습자, 긍정적 조력자,
오픈 포트폴리오 같은 단어들은 자주 나옵니다. 교육 담당자는 이런 생
소한 단어를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될 때마다 1~2개의 질문을 받아 대답해주는 것도 방법입니
다. 학습자들이 미처 놓친 내용을 보강할 수 있고, 강의에 집중하는 기회
가 됩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인트로 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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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한 생 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메이커교육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자는 사례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설명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
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
워크숍 운영 기관의 사례를 활용하여

입니다.

메이커교육 설명.

빠뜨릴 수 없는 포인트 ‘능 동 적 학 습자 와 긍 정적 조력자’

시민 메이커 워크숍 인트로 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능동적 학습자’와
‘긍정적 조력자’의 역할과 관계입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 참여한 학습자
가 추후 영메이커 워크숍의 조력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
정적 조력자와 능동적 학습자의 관계는 학교나 학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능동적 학습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의 학습자가 나중에 영메이

고 있는 운영진의 모습입니다.

커 워크숍의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긍정적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오픈 포트폴리오

2일의 워크숍이지만,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서도 오픈 포트폴리오를 기록합
니다.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경험이야말로, 오픈 포트폴리오의 교육적 가
구글 사이트를 사용해 팀의 웹사이트

치를 실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오픈 포트폴리오 의미와 활용 방법(파트 5를 참고해주세요)을 설
명한 후, 학습자들이 직접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웹사
이트 구축이 처음인 학습자를 위해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

1, 2
팀별로 완성한 팀의 오픈 포트폴리오
들입니다.

1

2

3

4

3, 4
시민 메이커 워크숍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과정을 촬영하고 있는 학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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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쉽고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설법과 사용법은
파트 5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팀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워크숍 활동 내용을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록하게끔 안내합니다.
팀별 오픈 포트폴리오 활동을 살펴보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에 따 른 기술 적 문제 해결

디지털 환경이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오픈 포트폴리오 활동 자

고 있는 긍정적 조력자.

체를 따라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운영진(긍정적 조력자)은 어려움을 겪는
Tip

팀의 기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오픈 포트폴리오를 위한
촬영

아이스 브레이킹

오픈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나
(혹은 팀)의 활동 기록’과 ‘만들
기 과정의 공유’입니다. 따라서
오픈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사
진이나 동영상은 팀의 활동 내
용 또는 만드는 과정을 누구
나 이해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인물을 위주로 찍거나,
기념 사진 촬영이 아니라는 점
을 설명해줍니다. 만드는 순서
대로 촬영하고, 디자인과 제작
방법, 공구 사용방법 등이 자
세히 담겨야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 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논하는 학습자들.

먼저 팀별 활동 시간을 가집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팀 이름을 정합니
다. 자기소개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계기와 목적을 공유해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팀 이름이 정해지면, 운영진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팀 미션을 제시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마시멜로 챌린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한된 개수의 스파게티면, 동일한 길이의 종이테이프와 실을 팀별로 나눠 주
고, 제한 시간 안에 탑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높이 쌓은 탑의 꼭대기에 마
시멜로를 올리면 미션은 끝입니다. 마시멜로를 가장 높게 올린 팀이 우승입니
다. 이때 스파게티면은 자를 수 있고, 종이테이프와 실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
다. 다만 제공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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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교육실천에서 마시멜로 챌린지를 할 때 적용한 상세 규칙을 소개합
니다. 이 규칙을 변형해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정한 규칙은 미션 시작 전
에 안내합니다.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얼음을 깨는, 실마리를 푸는)’만 된
다면 어떤 활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함께 고민해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면 됩니다. 진행 시간은 고려해야 합니다. 메인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
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과 난이도를 정합니다.
마시멜로 챌린지 규칙
① 마시멜로는 탑의 가장 꼭대기에 올립니다. 포인트는 ‘안정감 있게 올리는’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스파게티면에 꽂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마시멜로의 형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마시멜로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③ 측정 기준은 테이블 위에서 마시멜로가 놓인 위치까지의 높이입니다.
④ 마시멜로를 올리고 5초 동안 탑이 무너지지 않아야 성공입니다. 높이는 그 후에 측정
합니다.
⑤ 같은 활동을 한 번 더 진행(1회 10분씩 총 2회 진행)합니다. 반복 진행함으로써 팀원
들은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시멜로 챌린지 진행 과정
1
문제해결을 위해 팀원끼리 회의 중인
모습.
2
제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도전하는
학습자.

1

2

3
운영진이 팀별로 탑의 높이를 측정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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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워크숍
인트로 교육에서 메이커교육의 배경을 이해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팀
워크를 다졌다면, 이제는 만들기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만들기 기본 단계는
‘아이디어 구상 → 설계하기 → 만들기 → 공유’로 진행됩니다.
아이디어 구 상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5분)을
가집니다. 그다음 팀 회의를 합니다. 만들 주제를 정하는 회의입니다.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럴 듯한 주제를 정하려면, 우선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와야겠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서 두더지 게임
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습니다.
평상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었나요?

●  

관심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  

팀원의 공통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  

본격적인 아이디어 구상에 들어가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검색을 해도 좋습니다. 영감을 얻으려면
이미지 검색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면 키워드 검색이 도움이 됩니다.

전에 만들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확인합니다.

관심 분야나 주제가 어느 정도 좁혀지면, 구현 가능한 만들기 형태를 논의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어
떤 기능을 개선하는 만들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에 대한 논의가 끝나
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스케치해 팀 발표 준비를 합니다.

만들기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도식화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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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발표

발표는 팀마다 5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전체 발표는 총 30분을 넘지 않게
합니다. 간단한 발표지만, 운영진은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운영진이 질문해도 됩니다. 구현 방법,
예상되는 과정을 질문해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운영진은 아이디어 발표의 중요성도 이야기해줍니다. 일반적으
로 만들기 활동은 완성품을 발표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디어 발표
를 하면 다른 사람의 시각과 의견이 더해져 만들기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
팀별 아이디어 발표 모습입니다.

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 들기 전 과 정에 서 진행되는 오픈 포 트폴리오 기록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도 꾸준히 오픈 포트폴리오를 기록하도록 유도합
니다.

팀의 아이디어 발표 모습을 기록한
오픈 포트폴리오.

설계하기
아이디어 발표 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팀은 1차 설계를 시작합니다.
정확한 크기, 사용할 재료까지 생각해 도면으로 만듭니다. 움직이는 것(구
동부)을 만들 계획이라면 설계는 더 세밀해야 합니다. 이때 설계는 프로토
타입을 위한 1차 설계입니다.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만든 후 설계를 개선하
만들기 설계 도면.

고 최종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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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단계에서 만드는 시제품을 말합
니다. 최종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히 만들어보는 단계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루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 형태를 가늠해봅니다. 예
를 들어 크기가 큰 걸 만든다면, 프로토타입에서 작게 만들어, 설계가 제대
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가
장 많이 쓰는 재료는 카드보드지입니다.
프 로 토타 입 만 들기의 예 시

➊

➋

➌

➊ 단순하게 형태 잡기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봅니다. 잘못 만들었을 경우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풀이나 본드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➋ 디테일 추가 전체 모양과 크기를 고려해 외관에 들어갈 디테일을 추가합

니다
➌ 부품과 기능 추가 주요 부품을 만들어 부착해보세요. 실제 작동하는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최종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운영진은 팀을 돌아다
니며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팀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해
서,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설계를 위
한 수치를 측정하는 중입니다.

최종 설계까지 마무리되면 팀별로 3분 발표를 시작합니다. 프로토타입 결
과부터 최종 설계 내용을 발표하면 됩니다.

만들기
최종 설계가 끝난 팀은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부품이 많거나 여러 가지 기
능이 필요한 작품이라면, 제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팀원이 역할을 나
눠 작업합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에 참여한 학습자

만들기가 처음이라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

가 제작 중인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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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다. 이럴 때는 부품이나 어느 한 기능을 먼저 구현해보면 좋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오픈 포트폴리오로도 기록합니다. 학습자들이 기록하는 것
을 놓치지 않도록 운영자가 꾸준히 알려줍니다.

만들기에 앞서, 기능을 테스트 중인
학습자.

1, 2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제작 중의 작
품들.

1

2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만들기는 우드락, 하드보드지, 색종이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씁니다. 이때 재활용품을 같이 활용하는 것
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크숍 사전 공지 때 재활용물품을 가지고 올 것을 안
내하면, 만들기에 쓸 재료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멘토링: 팀별로 최종 작품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

긍정적 조력자는 팀별로 돌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문제에 봉착
한 팀이 있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황한 학습자
가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문제를 단순화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
은 재료를 변경하거나 자료를 검색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만 들며 개선하기

메이커교육에서는 팅커링(Tinkering)을 중요시합니다. 단 한 번 만들고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며 만들기를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2일의 워크숍에서 팅커링을 충분히 하긴 어렵습니다만, 작
품을 일찍 완성한 팀에게는 개선 작업을 권유하면 좋습니다.

3, 4
작품의 성능을 반복해 검증하고 있는
팀. 팅커링을 통해 최종 작품(우측 사
진)에서는 차량의 측면부를 대폭 제
거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1

2

285

Part 6
메이커교육 워크숍

작품 완성과 발표 준비

만들기를 마무리하고 팀별로 발표 준비를 합니다. 발표는 아이디어 구상부
터 설계가 진행된 과정, 완성작품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합니
다. 오픈 포트폴리오도 공개합니다. 각 팀의 오픈 포트폴리오 웹 페이지를
빔 프로젝트에 띄우면 만들기 과정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픈 포트
폴리오는 단계별 과정과 팀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팀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완성하지 못한 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

작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 작업
을 진행하는 팀의 모습.

게 설명해줍니다.
시민 메이커 워크숍 작품의 다 양한 예시
1~5
시민 메이커 워크숍 최종 발표회에 선
보인 작품들입니다.

1

2

3

워크숍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4

5

오픈 포트폴리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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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표
팀별로 10분 내외로 발표합니다. 전체 발표 시간이 60분을 넘지 않게 합니
다. 발표는 인사와 팀원 소개로 시작하며, 오픈 포트폴리오 내용을 공유하
면서 제작 과정을 설명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짧은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의응답 후에는 팀원별로 활동 소
감을 밝히며 마무리합니다. 발표 후에는 작품을 워크숍 공간에 전시합니다.

1

1
시민 메이커 워크숍의 최종 발표 모
습입니다.
2
최종 발표를 하며 작품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3
발표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
운영진의 모습입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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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로 마무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기반한 긍정적 조력자의 메이커교육 설계
모든 만들기 활동이 끝나면 팀별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전체 과정을 돌아보
고 의견을 나누는 마무리 회의입니다. 가능하다면 운영진도 팀별 회의에 동
참해 팀원이 놓친 부분을 알려주거나 질문에 대답해줍니다. 시간 여유가 있
다면, 팀별 경험을 토대로 영메이커 워크숍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계해보고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1
추후 진행할 영메이커 워크숍 안내.
2
영메이커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은 희
1

2

망자의 그룹 회의.

이로써 시민 메이커 워크숍 전 과정은 끝납니다. 만일 시민 메이커 워크숍
진행 시점에서 영메이커 워크숍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마지막으로 영메이
커 워크숍 운영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참여를 희망하
는 시민 메이커교육자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 메이커에게도 기회입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메이커교육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자가 다수 있다
면 같이 모여 운영 내용을 공유하고,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
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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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와 공유

 가하는 사람부터 관람하는 사람까지,
참
모두의 축제 ‘영메이커 페어’
영메이커 페어 현장.

영메이커 페어(Fair)를 소개하며 가이드북의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원래
의 페어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품평회나 전시회, 박람회 등을 뜻하지만, 메
이커교육에서의 페어는 영메이커의 만들기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 과정을 서로 격려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차시 역시, 여러분이 페어를 기획할 때 매뉴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
성했습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이 진행해온 영메이커 페어가 기준입니다.
물론 페어의 형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연령, 출품작의 성격, 참가
규모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죠. 기획 단계에서
페어의 목적과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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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 페어 기획
페어는 영메이커 워크숍의 마무리입니다. 즉 페어를 열 생각이라면, 영메이
커 워크숍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페어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메이커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때, 페어의 예
상 일정과 장소를 공지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페어를 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

참가 인원, 장소, 행사 내용에 따라 페어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페어

작품을 만든 과정을 설명하며 사람들

를 기획할 때 꼼꼼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과 소통하는 ‘영메이커 페어’.

페어를 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행사 규모 ●   참가 조건

●   

행사 기간 ●   장소 섭외

●   

후원·협력 기관

●   

예산 수립

●   

‘영메이커 페어’의 주인공은 10주 이

부대행사

●   

상 만들기를 해온 영메이커들입니다.

운영진 구성

●   

행사 규모와 참가 조건

영메이커 페어 행사 규모 예시. 25개 만
들기 프로젝트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참가할 사람, 즉 규모를 정합니다. 영메이커 워크숍 학습자 중에 개인과
그룹 참가자를 구분하고 출품작 개수를 확인합니다. 또 외부 참가자를 수용
할지, 출품 마감일은 언제로 할지 등의 참가 조건을 정합니다.
그다음은 관람객 규모를 산정합니다. 이때는 워크숍이나 페어의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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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운영진이 소속돼 있는 내부 기관에서 페어에 참석할 사람이 몇 명 정
도인지 예측해 계산합니다.
페어 일정

언제쯤 페어를 열지 일정은 계획해두는 게 좋지만, 정확한 날짜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메이커 워크숍은 작품을 만들다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고려해 날짜를 잡는
것이죠.
또 영메이커가 참석하는 페어의 진행 시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습니다. 영
메이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소 섭외

사람들의 동선, 공간의 규모까지 꼼꼼히 체크해 장소를 섭외합니다. 페어는
실외 공간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열리는 페어는 크기가 큰 작품
이나, 물을 사용하는 작품 등을 설치하기 용이하지만, 행사가 열리는 계절
과 날씨를 고려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특성상, 어두운 공간에서 전시해야 하거나, 전기시설이 필요한
작품, 혹은 물을 사용하는 작품 등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진은 영메이커 출품작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 장소를 섭외합니다.
영메이커 페어 장소의 유형

1
건물 한가운데 있는 중앙홀. 천장이
높아서 페어를 열기 적당합니다.
2
실내 강당을 활용해 페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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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부스를 만들어 페어를 진행했습
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 신나는 페어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 공간 을 마련한 사례

1
작품에 설치한 LED가 잘 보이도록 암실
을 별도로 설치해 전시했습니다.
2
물 사용에 문제가 없는 곳을 마련해 모
1

2

터보트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사전 공지

페어 일정부터 장소, 참가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영메이커와 학부모에게
자세히 공지합니다. 또 페어 날짜가 다가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재공지합
니다.
페어 당일 정확한 집결 장소와 시간

●   

페어 행사장의 주차 가능 여부

●   

비상연락망

●   

식사 제공 유·무(동반 식구 포함 여부)

●   

후원 또는 협력 기관

페어를 열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타 기관의 후원이나 협
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장소나 기기 대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홍보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원 기관을 섭외할 때는 메이커교육의 가
치와 영메이커 페어의 교육적 목적을 공감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이 주최한 영메이커

또 후원 방식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도 충분히 검토합니다.

페어 ‘영메이커 서울 2017’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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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행사

운영 인력과 예산이 허락한다면, 영메이커의 작품 전시 외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구경온 사람들이 페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를 들면, 영메이커의 만들기 과정 발표회를 별도 행사로 기획하고, 모두가 참
여하는 만들기 이벤트, 전문 메이커 강연 등을 넣는 식입니다.
참고로 ‘2018 영메이커 페어’에서는 어른도 탈수 있는 앞으로 나가는 목
마, 자신이 직접 블럭을 쌓고 부수는 ‘대형 앵그리버드 날리기’, 영메이커
스스로 만들기 과정을 설명하는 ‘Show&Tell’ 등의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
했습니다.

‘대형 앵그리 버드 날리기’와 ‘앞으로
나가는 목마 체험’을 영메이커 페어
부대행사로 선보였습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이 주최한 ‘영메이커 서울 2018’의 부대행사 예시

1

구분

내용

행사장소

컨퍼런스

교사 워크숍&컨퍼런스

아세안상가 3F SE:cloud

앵그리 버드 날리기

2

학부모·시민 체험행사

DIY 목마 체험
초대형 액체괴물 만들기

세운광장

비누방울 만들기 체험

3

영메이커 네트워크

영메이커 시즌4 활동 발표회
네트워크 파티

세운중정

예산과 비용

페어를 진행하다보면, 초기에 잡아둔 예산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후원 섭외나 추가적인 부대행사 진행 등에 의해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진은 바뀌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이 적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또 초기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용을 확보해두
면 좋습니다. 참고로 초기 예산을 정할 때 꼭 들어가는 항목으로는 대여 물
품(전시 테이블, 천막 등), 홍보제작비(현수막, 홍보물 제작, 인쇄물 등),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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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파티, 진행 식대 등이 있습니다.
페어 운영진

운영진 구성은 행사 규모와 예산과도 밀접합니다. 따라서 페어에 참가할 수
있는 운영진은 기획 초기에 미리 구성합니다. 참고로 메이커교육실천의 메
이커 페어 운영진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을 구성할 때는 인원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페어 진행에 필요한 역
할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오랜 기간 함께 협력한 운영진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 참가자들에게
설문이나 희망 리스트를 받아 각자의 역할을 사전에 정합니다. 중학생 이상
의 영메이커에게 운영진으로 페어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
메이커들이 페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또 다른 역량을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이 주최한 ‘Mini 영메이
커 서울 2018’에서 운영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어를 통해 메이커교육 효과 높이기
영메이커에게 페어를 꾸 준히 설명하기

조력자는 페어에 대한 내용을 영메이커에게 미리(워크숍을 시작하는 단계), 그
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꾸준히 이야기해줍니다. 영메이커가 부담을 느
끼지 않도록,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기 과정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워크숍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개인차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지는데, 이때 조
력자는 영메이커가 자신의 성장 폭에 주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긍정적 조력자에 의해 이런 과정이 잘 실천되어야 페어 당일에 영메이커가 위
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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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가 직접 준비하 는 전시

작품 소개 패널도 필요합니다. 통일한 디자인을 적용한 작품 소개 패널이나
배너를 인쇄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영메이커가 자신의 눈
높이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작품이 돋보이도
록, 전시 공간도 영메이커가 스스로 꾸미면 더욱 좋습니다.
작품 소개 패널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작품명, 참가자, 작품 설명
입니다. 영메이커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작품 소개 패널을 만들더라도,
위의 기본 정보는 놓치지 않게 안내합니다.
또 조력자는 페어를 찾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지 영메
이커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영메이커는 능동
적으로 페어에 참여하게 됩니다.

2

1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작품 소개
패널의 예.

1

3

2
영메이커가 직접 만든 작품 소개 패
널의 예.
3
영메이커가 직접 만든 작품 소개 패
널 중 하나입니다.
4, 5
작품 소개 패널을 만들고, 작품 전시
공간도 구성한 영메이커의 전시 공간
입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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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 사전 준비
일정표 만 들고 역할 분담 하기

페어 기획이 끝나면, 상세 일정표를 만듭니다. 또 시간대별로 적재적소에 운
영진을 배치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합니다.
작품 배치하기

어느 공간에 어떤 작품을 배치할지 계획합니다. 작품 개수와 성향, 전체 규
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또 작품을 개별로 전시할지, 그룹을 정해 전시할지
방식도 정합니다. 그룹 전시의 경우, 적용 기술이나 만들기 영역, 참가자 연
령·학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품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 작품이라 어두운 곳에 전시해야 한다거나(암막 전
시), 전기를 사용하는 작품 또는 물이 있어야 하는 작품 등입니다. 또 전시
참가자와 관람객 사이에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합니다.

전시 공간 내 테이블 세팅 방법의 예.

페어 포스터부터 수료증까지 준비하기

페어에 필요한 인쇄물은 미리 준비합니다.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시간, 인
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인쇄물 종류로는 페어를 알
리는 포스터부터 현수막, 안내 책자, 배너, 수료증 혹은 참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인쇄물의 개수는 행사 규모와 인쇄물 종류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
어 안내 책자는 페어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관람객 수에 맞춰 인쇄한다
면, 현수막은 페어가 열리는 장소를 참고해 개수를 준비하는 식입니다. 또
영메이커에게 수료증이나 참가확인서를 수여할 계획이라면, 명단과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해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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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 페어에서 사 용한 인쇄물

2

1

3

1
홀 중앙에 건 대형 배너와 홍보용 풍
선을 준비했습니다.
2, 3
(좌) 페어 곳곳에 설치한 X배너입니다.
(우)영메이커 작품 소개 패널입니다.
4
페어 참가자를 위한 명찰.
5
관람객에게 배포한 홍보용 스티커.

4

5

페어 당 일 필요한 물 품 은 목 록으 로 만 들기

행사 당일에 필요한 물품을 목록으로 만들면 편리합니다. 영메이커가 전시
공간을 꾸밀 때 쓸 물건부터 다과와 음료, 부대 행사에 쓰일 준비물까지, 간
단한 페어라 해도 의외로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목록은 ‘구글 문서’로 작
성한 후 운영진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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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 페어에 필요한 물 품 목 록

1, 2
영메이커가 전시 공간을 꾸밀 때 사용
1

2

할 수 있는 물품들.

3
페어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식사
도 준비했습니다.
4
페어의 부대 행사 진행에 필요한 도구
3

4

들을 준비했습니다.

장소 확 인하기

공간을 대여할 경우, 섭외한 장소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나 장비들을 확인합
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난방.

●   

책상과 의자 종류 및 개수.

●   

무대, 마이크, 스피커, 노트북 연결 프로젝터.

●   

노트북 및 전기 사용을 위한 멀티탭.

●   

식수(정수기).

●   

화장실 여부와 개수.

페어 당일, 빔 프로젝터가 잘 작동하는

●   

지 확인 중인 운영진.

페어 운영
페어가 열리는 현장 진행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또 현장은 늘 생각지 못한 변수
로 가득하죠. 변수를 줄이고 원활하게 운영하
기 위해, 페어 시작 전에 리허설을 권합니다.
또 운영과 관련해서 업데이트하거나 변경된
정보는 운영진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모든
운영진이 돌발상황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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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컨퍼런스, 체험 행사 등 구성에
따른 운영사항 점검 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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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이즈

수량

1400×186

1

영메이커서울 2018
교사워크숍&컨퍼런스
(세클라우드)
2018.7.14(sat)

2550×2950

1

내부
영메이커서울 2018
(세클라우드) 교사워크숍&컨퍼런스

4000×120

1

야외

내용
영메이커서울2018

외부

비고
설치 관련
관리사무소에
사전 협의 필요

내부(중정)

영메이커서울 2018
2018.7.14(sat)

3600×6800

1

MQ텐트용

영메이커서울 2018
행사안내소

3000×110

1

케이블타이 필요

MQ텐트용

영메이커서울 2018
체험부스

3000×110

1

케이블타이 필요

‘영메이커 서울 2018’의 인쇄물 제작 목록 및 배치 장소 표

페어 장소에서 지원하는 물품,
그리고 대여 물품을 배치한 장소를
표시해뒀습니다.

페어 관람 가이드
메이커 페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람객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관람객
은 “이미 이런 작품이 있다”거나 “이것보다 더 잘 만든 게 있다”는 식의 평
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운영진은 미리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결과물의 완성도에 집착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
복한 과정을 질문할수 있도록 운영진이 안내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이커교육실천의 ‘영

페어 시작 전에 참가자 등록이 완료된

메이커 페어’에서는 ‘여백의 미 상’, ‘멋진 상상’, ‘누가봐도 곱상’, ‘기찬 발

등록 데스크.

상’, ‘따논 당상’ 같은 상을 정했습니다. 각 상은 색깔이 다른 리본 띠에 인
쇄했죠. 영메이커와 관램객에게 모든 종류의 리본을 하나씩 나눠주고, 관람

Tip

하다 마음에 든 작품에게 걸어주도록 안내했습니다. 상의 종류도 다양하고

등록 데스크 주의사항

여러 사람이 상을 나눠준 덕분에, 모든 영메이커가 다양한 상을 받게 됐죠.

페어 전시 참가자가 많다면 당

영메이커끼리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 등록 데스크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 등록
을 유도해주세요. 페어 시작 전
에 참가자 비표를 미리 준비하
고 운영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현장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사
전에 방지합니다.

(좌) 메이커교육실천 영메이커 페어에
서 도입한 리본 상.
(우) 다른 영메이커에게 리본 상을 전
달하고 있는 영메이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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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영메이커 페어 현장
페어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페어 현장을 설명합니다. 실제 영메이커
페어가 열린 행사 당일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물을 공간에 배치하고 기기를 세

공간 세팅

팅합니다.

테이블을 배치하고, 작품 옆에 둘 인
쇄물 부착 중인 운영진.

페어 시작을 앞두고 운영진은 전시 공간을 세팅합니다. 테이블과 배너 포스터
같은 홍보물을 배치하고, 필요한 기기 등을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영메이커의 전시 준비

영메이커들 역시 페어 시작 전(관람객이 입장하기 전)에 도착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공간을 꾸밉니다.

1

2

1
작품 소개 패널을 꾸미고 있는 영메
이커.
2
자신의 작품을 보완하고 있는 영메이커.
3
페어에 참여하는 영메이커가 각자 지
정된 위치에서 작품 전시를 마무리하
면 준비는 끝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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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준비

운영진은 등록 데스크를 오픈하고 영메이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1
페어 등록 데스크 준비 완료.
2
운영진은 전시 테이블을 돌면서 영메이
커 전시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1

2

개막식

모든 참가자와 운영진이 모인 가운데, 영메이커 페어를 개막합니다.
전시 관람

본격적인 전시 관람에 들어갑니다. 영메이커는 작품을 작동시키거나 설명

영메이커 페어 개막식의 모습.

하며, 관람객의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합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면, 자신의 작품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메이커의 작품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합니다.

1
자신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메이커의 모습입니다.
2
다른 영메이커의 작품을 체험하고 있

1

는 영메이커들입니다.
3
영메이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는 관람객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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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 작품 발표회

영메이커가 자신의 만들기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지정한 시간에 전
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페어 진행 내내 한쪽 코너에서 발표회
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 작품과 함께 만들기 과정을 소
개하는 영메이커들의 모습.

부대 행사 진행

잘 기획된 부대 행사는 페어 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또 메이커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1

2

3

4

1
교육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메이커교
육 컨퍼런스.
2
메이커 다은쌤의 메이커 페어 세계일
주를 소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다양
한 메이커 페어 사례를 통해 메이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형 앵그리 버
드 날리기’ 행사.
4
영메이커를 대상으로 한 미니 워크숍
‘나무 샤프펜 만들기 체험’.
5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미니 워크숍,
‘갑옷 만들기 카드보드 챌린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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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 마무리

페어에 참여한 영메이커에게 수료증 또는 참가 확인서를 나눠줍니다. 마지
막으로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영메이커에게 수료증을
증정하는 운영진.

영메이커와 운영진(조력자)의
기념 촬영.

운영진 전체 기념 촬영.

페어 종료, 그리고 공유
페어를 진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차례대
로 읽은 분이라면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바로 ‘페어의 활동 기록과 공유’입
니다. 페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또 참가자 설문, 인터
뷰를 진행하고 기록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SNS, 블로그 등에 올려 공유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기록일지로 제작해둬도 좋습니다. 이런 기록
이 쌓이면, 페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페어가 종료된 이후 운영진과 참가자가 따로 모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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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이커 페어 결과 공유의 예시

1
웹 사이트에 페어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2
페어 결과를 인쇄물로 제작했습니다.

1

2

동영상으로 촬영한 메이커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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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시 _ 디지털 제작에서의 오픈소스 활용법과 저작권
- 자 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https://ko.wikibooks.org/wiki/%EC%9E%90%EC%9C%
A0_%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99%80_%E
C%98%A4%ED%94%88_%EC%86%8C%EC%8A%A4_%EC%86%8C%ED%94%84%ED%8A
%B8%EC%9B%A8%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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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D%94%88_%EC%86%8C%EC%8A%A4
- 오픈소스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8%A4%ED%94%88%20%EC%86%8C%EC%8A%A4
- Creative Commons Korea http://www.cckorea.org/xe/ccl
- Open Source Hardware Association https://www.oshwa.org/definition/korean/

P ar t 5 오픈 포 트폴리오
12차시 _ 오픈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중요성
- ‘포트폴리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824&cid=40942&category
Id=32856 , 검색일: 2018.08.30
- Stephanie Chang 외. Maker Portfolios in Schools, MakerEd Open Portfolio Project: Research Brief 4.
- Kylie Peppler 외. Open Portfolios at Monticello High School, MakerEd Open Portfolio Project:
Research Brief 12B.
- Ellen Winner. (1993). Arts PROPEL: An Introductory Handbook. Harvard Project Zero. http://www.
pz.harvard.edu/sites/default/files/Arts%20PROPEL%20-%20An%20Introductory%20Handbook_0.pdf
- 이자현, 강현석. (2005). Arts PROPEL 프로젝트 학습에 기초한 미술 감상 교육과정의 분석적 탐구. 중등교육연구
2005, 53(3), p.165-19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자아의 정체성 연구. 정책연구 13-51. 미래창조과학부.
p.15, 109
- 위연준. (2016).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을 통한 교육 요구도 분석., p.5
- Dale Dougherty, Ariane Conrad. (2016). Free to Make. North Atlantic Books.
- ‘교육평가의 종류와 특징’, 교육부,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do?bbsI
d=BBSMSTR_000000000192&nttId=5643 , 검색일: 2018.09.10
- 최미경, 나은영. (2015). 블로그 이용자의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韓國言論學報 제59권 4호, 2015.8, 163-193.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 학습부. (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13차시 _ 오픈 포트폴리오의 플랫폼
-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한빛비즈, 2012)
- “플랫폼이란”, IT의 중심에서, 2015년 1월 7일 수정, https://wp.me/pV8GE-td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 김윤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 Robert Greiner, Using Github as a Syntax Highlighter for Your Blog or Website, 2012, http://
robertgreiner.com/2012/04/using-github-as-a-syntax-highlighter/

14차시 _ 오픈 포트폴리오 활용 및 자신의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
- A Practical Guide to Open Portfolios, Maker Ed, https://makered.org/opp/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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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북 과제 책임자 전다은 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메이커페어를 참가하고 있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이
자, 메이커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5년 처음부터 메이커교육실천과
함께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메이커교육실천 사람들은 5년째 메이커교육 봉사를 진행하면서 이론으
로만 알았던 교육의 가치와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몸으로 느겼습니
다. 그래서 ‘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북' 제작 과제를 맡게 되었지만, 부담
스러웠던건 사실입니다.
5개월이라는 빠듯한 과제 기간동안 22명의 메이커교육실천 멤버들 열
정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각자의 일을 맞치고 저녁7시에
모여 스터디하고 글을 다듬기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정하기를 반복
하였습니다.
처음 제안했던 목차보다 의견과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가이드북의 내용이 풍부
하고 탄탄해 졌습니다. 여러사람의 생각들을 모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한다는 것
이 과제의 책임을 맡은 저에게도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값진
가이드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메이커교육실천 리더분들이 경험과 철학을
나누자하는 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일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서주고 함께한 21명의 메이커교육실천
리더분들과 주말을 반납하며 영메이커교육 봉사을 해오신 메이커교육실천
시민멘토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스터디와 원고작업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사업의 관리를 도와주신 여병태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이커교육의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메이커교육실천이
경험하고 활동했던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가이
드북 삼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메이커교육을 실천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 총괄 책임 전다은 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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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Part 2

박주용 리더
메이커교육은 학습자의 나이와 성별을 떠나 삶의 태도를 자발적, 긍정적, 창의적
으로 변화시키는 교육방법론이자 학습방법론입니다. 학습자로서는 스스로 메이
커라 불리는 삶의 태도를 갖고 실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메이커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자신과 동료들의 믿음을 현실로 바꿔 가는 끊
임없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주 리더
메이커교육은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보고 싶은 것
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찾아내고 실제로 행동
으로 옮겨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커 과정에서 혹은 만들기를 일단락한
후 기분은 짜릿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몰랐던 취향, 성격, 잠재적 능력 등을 발견
하는 기회를 주니까요. 여러분들도 메이커교육을 통해 이러한 경험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신지현 리더
첫째 아이 희윤이는 메이커교육에 처음 참여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발표시키면
울던 아이였어요. 메이커교육실천 봉사활동 하는 엄마 쫓아다니면서 엄마도 희윤
이도 많이 자라서 이제는 마이크를 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되었네요.
'메이커교육'은 아이들을 믿고 자유롭게 놔둬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제는 둘
째 아이도 함께 하려고요.

최광수 리더
스스로 메이커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의 나이, 직업, 국적, 인종 등은 정말 다양합니
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으로 만들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 한 가지의 공통점만
가지고도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통하고 묘한 유대감
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메이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에 연결되
고 싶으시다면,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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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Part 4

류승완 리더
메이커교육이란 특정 교과나 기술이 아닌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반드시
메이커의 삶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지 안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스
스로 발견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 해결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히 협업과 연대를 할
수 있는 다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한국에서 메이커 운동이 의미
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준 리더
메이커교육에 대한 궁금증으로 2017년부터 메이커교육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리더분들로부터 평소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고 있습
니다. 자기 생각을 스케치하고 구현하고 공유하는 메이커 스킬은 일상 혹은 일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리더분들이 겪은 노하우가 이
책을 통해 잘 전달되리라는 생각됩니다.

김성경 리더
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자기만족을 위한 노
동을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인과 좀 더 연결되고,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
면서, 만들어지는 공유경제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메이커 운동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안함을 걷어 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하는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내
디디고 부딪혀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숨결을 불어넣고 있을지 모릅
니다. 내 주변의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며, 혼자만의 성장을 고독하게 도모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채찍질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을 아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아닐
까 싶습니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분과 그렇게 만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지훈 리더
막연하게 메이커 활동을 하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메이커교육 실천
리더분들을 만났습니다. 메이커가 단순히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
지털 제작은 메이커 활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메이킹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
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도구를 잘 선
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픈된 정보들이 많으니 적극적
으로 활용하셔서 즐거운 메이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ake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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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엄주홍 리더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메이커교육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교육입니
다. 지난 1년간 메이커교육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직접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막연하고 겁이 났지만, 함께 만드는 즐
거움과 공유하는 기쁨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도 이 행복을
같이 경험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해요. 메이커교육!

이미진 리더
메이커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에게 이 책이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
한 상황과 여건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글로 전달되지 못한
더 많은 경험과 생각들이 한가득하네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소통하고
함께 메이커교육을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석 리더
요즘 제 주변에서는 메이커를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사람
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메이커, 또는 메이커교육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물론 메이커로써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D

박세영 리더
메이커 문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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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한혜연 리더
메이커교육은 글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고, 영메
이커들과 함께 활동하였을 때 작은 실천이 어마어마한 마법을 일으키는 것을 매
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마법을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형욱 리더
시작하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정말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메이커교육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도 어떠한 학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이 감정을 여러분도 느껴 보세요.

김도현 리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러한 선택을 누군가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
해보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만큼 중요한 교육 역할
이 있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만들기 대상은 그 무엇이 되었던 스스로 선택한 목
적이며 그 완성의 여정에 있어서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든든한 저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메이커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리더
메이커교육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메이커교육실천 리더로 한 해 동안 활동하
면서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수도 없이 던져 보기도 하고
다른 리더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메이커 활동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의미가 있으므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일단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
니다. 과정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
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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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광 리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생각하고
길을 찾아가는 법을 직접 찾아가는 메이커교육은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고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을 기다리겠습니다 :)

손가향 리더
‘내가 원하는 데로 만들 수 있는 것’ 에 대한 메이커교육에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
은 이러한 주제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시간
이 지날수록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주제나 목표에 맞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
정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참여의 긍정적인 변화, 학습자의 생각이나 능력이 자유
롭게 발현될 수 있다고 기대해 보세요.

사업
여병태 리더
메이커교육실천의 리더들이 팔 걷어 붙이고 처음 모일 때부터 이 책이 나오는 지
금까지 감동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이젠 메이커라는 명칭을 쓰시는 모든 분들
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메이커교육실천은 이 책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책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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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메이커교육실천

총괄

전다은

사업

여병태

연 구 및 지 필  김도현,

김성경, 김지훈, 김현주, 류승완, 박세영, 박영준, 박주용, 손가향,

신지현, 심재광, 엄주홍, 유현석, 이미진, 이상욱, 최광수, 추형욱, 한혜연
편집
디자인
후원

이세라
장미혜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북은 2018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9년 1월 제작되었습니다. 메이커
교육실천에 의해 작성된 시민 메이커교육 가이드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
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