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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 도구를 이용한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은 컴퓨터 공학 및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대표적인 융합인재교육의 예
시이다. 그렇지만 초보학습자에게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의 프로그래밍의 학습 난이도가 어려운 측면
이 있다. 또한 여러 피지컬 컴퓨팅 교구의 특징과 학교 현장의 교육 기반 부족으로 컴퓨팅 사고력 교
육에 대해 교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특정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컴퓨팅 사고력 교육의 중심인 프로그래밍 교육 자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블록
코딩이 가능한 모듈형 교구를 설계하였다. 교구 설계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컴퓨
팅 사고력의 정의와 컴퓨팅 사고력 교육 요소를 정의한다. 둘째로 아두이노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여 정의된 컴퓨팅사고력 교육 요소룰 적용해 교규의 요소를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총 21개의
블록코딩 모듈과 아두이노 우노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메인 모듈을 디자인하였다.
핵심어 : 컴퓨팅 사고력, 피지컬 컴퓨팅, 아두이노, TUI, 교육용 교구

Abstract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using physical computing tool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for
educational amalgamation between science and software. However, the level of programming education is
not easy for beginner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computing tools and learning
environments at typical schools make the beginners difficult to approach and experience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s. In this paper, we design a modularized learning tool that makes the block coding
possible. Using this tool, the learners can concentrate on the programming for computational thinking
regardless of specific learning environments. The research methods for designing the education tools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and the education model of Comput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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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nd the factors of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should be determined. Second, by analyzing
the Arduino - based physical computing tools
used in the educa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the
education tools designed in this study constitutes an element to be equipped in the educa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As a result, we have designed 21 block coding modules, and one main module
based on Arduino U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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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학습 방법을 아두이노 기반의 텐저블 유

저 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 TUI)의 모듈 형태로 컴퓨팅 사고력 학습을 구현하는 것이
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서 ‘초 중등과정의 과

학기술·예술융합의 융합인재교육(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 STEAM)을 중
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연구시범학교와 교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1]. 융합인재교육이란 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의 교육의 과정과 세부 내용을 공학적 설
계와 혁신을 기반으로 예술·인문·사회분야를 융합하여 창의성·지성·인성의 균형 잡힌 교육을 말한
다.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 도구를 이용한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은 공학 및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융합인재교육의 대표적인 예시이

다. 그렇지만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의 학습 난이도가 어려워 초보 학습자들과 학
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구와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효과적이지만 교구
의 한계점과 학교 현장의 교육 기반 부족으로 인해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엄기순의 ‘인지부담 감소를 위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교구의 동작을 위한 설치
과정의 어려움, 회로 제작의 어려움, 코드 업로드의 불편함, USB 커넥트의 고장, 배터리의 부족으
로 인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
을 위해 학교의 현장 및 피지컬 컴퓨팅 교구의 특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가
능한 교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452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August (2018)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2.1 이론적 배경
2.1.1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
컴퓨팅 사고력은 지네트 윙(J. Wing)에 의해 개념이 제시되었다. 윙은 컴퓨팅 사고력을 “해결해
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윙은 컴퓨터 사고
력이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분석·자료의 수집·문제해결법 탐구하는 것이라 하였다[3].
즉,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컴퓨팅 사고력은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컴퓨팅
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컴퓨팅 사고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상화(Abstraction)와 자동화(Automation)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추상화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문제
의 공통적인 핵심과 본질을 찾기 위해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추상화는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해 가는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 추상적 개념들이 생성되고, 추상적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
석하기 위해 컴퓨팅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추상개념과 추상레이어들을
컴퓨팅 장치를 이용해 해석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자동화의 핵심이다.

2.1.2 피지컬 컴퓨팅 (Physical Computing)
피지컬 컴퓨팅은 일반적인 컴퓨터의 입력 장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확장하여 실제
세계와 컴퓨터의 세계를 흥미롭게 연결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 댄 오 설
리번과 탐 아이고는 “물리적인 실제 세계와 컴퓨터의 가상 세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피지컬 컴퓨팅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방법 대신에 소리·동작·빛·열 등의 물리적인 신호
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표현한다.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지컬 컴퓨팅에서 물질
세계와 가상세계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관점에서 보면 입력·처리·출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피지컬 컴퓨팅에서 입력은 컴퓨터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존재하는 실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컴퓨터는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할지에 대해 대기 중이다. 사용자는 컴퓨터와 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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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게 명령 또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피지컬 컴퓨팅에서 처리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방법에 대한 것이다. 학
습자는 컴퓨터에게 동작 프로그래밍을 제시하여 컴퓨터가 정보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피지컬 컴퓨팅에서 출력은 컴퓨터가 입력과 처리의 과정을 지나 학습자가 전달한 정보에 대한
출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이미지가 나타나거나 소리를 내서 출력을 표현한다.

2.1.3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에서 블록 코딩
EPL이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 용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한다. 교육용 프로그래밍의 언어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가 있으며 해외에는 스크래치 등이 있다.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대표적인 특징은 블록 코딩이다. 블록 코딩은 미리 코드가 정의된 이미지
블록들을 조합한다. 블록 코딩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Text based Programming
Language, TPL)에 비해 물리적인 세팅 오류나 문법 오류에 따른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블록을 조합하고 실행하는 즉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PL의 언어를 학습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TPL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프로그래밍 학습의
어려움과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EPL의 블록 코딩을 통해 프로그래밍 학습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컴퓨팅 사고력 구성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현장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해 스크래치와 엔트리를 이용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1.4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 TUI)
TUI는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페이스이다[5]. 컴퓨터의 동작

기능이 내포되거나 컴퓨터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건을 실제로 만지고·잡고·옮기는 행위
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는 개념이다[6].
시어테카트(B. Schiettecatte)는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가 블록들을 조합
하여 다양한 음악과 사운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오디오큐브(AudioCubes)를 개발하였다. 심재권은
초등 정보교육을 위해 TUI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개발하였다. 심재권의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학
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구의 조합 및 분해 조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TUI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
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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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Tangible Programming Tools, TPT)
TPT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활동을 할 수 있는 TUI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의미한다. TPT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초보 학습자들의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해 개발되었다. 학습자는 신체를 활
용해 TPT를 조립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TPT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결과
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TPT를 활용한 컴퓨팅 프로그래밍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개념의 이해
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교구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 하
였다.
첫째, 컴퓨팅 사고력의 정의와 컴퓨팅 사고력의 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갖춰야하는 요소를 정한다.
둘째,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서 활용되는 아두이노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분석하여 본 연
구에서 설계하는 교구가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서 갖춰야 하는 교구의 요소를 구성한다.
셋째, EPL의 블록 코딩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교구가 블록 코딩 방식으로 동작하도
록 작동 순서를 선정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교구의 활용 및 조작을 위해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와 텐저블 프
로그래밍 도구를 분석해 교구의 외형적인 형태를 설계한다.
다섯째, 연구·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아두이노 기반의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형 블록 코딩 모듈을 설계한다.

3. 교구의 설계
3.1 교구의 요소 설계
본 논문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아두이노 기반 TUI형 블록 코딩 모듈 설계를 위해
교구가 갖춰야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서 제시하는 추상화와 자동화의 개념을 갖추며 프로그래밍의 순차·
반복·판단(선택)·함수·변수(매개변수)의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구는 컴퓨팅 사고력 교
육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구는 TUI방식으로 순차·반복·선택·함수·매개
변수의 기능을 내포한 블록 코딩 모듈을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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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TUI를 기반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교구를 조작하여 프로그래밍을 진행한다. 교구는 TPT에
포함되며 학습자는 프로그래밍의 결과를 물리적으로 즉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
리적인 모듈 형태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도구를 잡고 옮기는 행위로 교구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셋째, 아두이노 기반으로 설계된 교구는 피지컬 컴퓨팅에서 요구하는 입력·처리·출력에 대해 표
현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구는 피지컬 컴퓨팅 교구에서 요구하는 입력·처리·출력에 대해
정육각면체의 모듈로 표현하였다. 교구는 아두이노 기반의 메인 모듈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메인
모듈의 좌측면에는 입력 모듈을 결합하고 우측면에는 출력 모듈을 결합한다. 메인 모듈 하단에는
코딩을 위해 블록 코딩 모듈의 전압값을 메인 모듈에게 전달하는 회로가 내장된 모듈을 코딩판으
로 명시하였다.
넷째, EPL에서의 블록 코딩을 물리적으로 구현하여 학습자가 프로그래밍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구는 코딩판에 블록 코딩 모듈을 결합하는 것으로 EPL의 블록 코딩을 구현 하
였다. 블록 코딩 모듈은 각각 고유한 전압값을 정의하였다.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교구를 설계하였다. 교구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구의 형태
[Fig. 1] Form of Education Tools

凹凸)결합으로 설계 하였다. 정육면체형태의 모듈간 결합은 연

교구는 정육각면체의 모듈간 요철(

결면이 좌·우의 2방향으로 제한이 되어 모듈간의 확장에 용이하지 않다. 정육각면체는 각각 4방향
의 면대면 결합이 가능하여 모듈의 확장에 용이하다. 정십이면체는 다양한 각도로 모듈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바닥면의 5방향의 면을 이용할 수 없다. 정이십면체는
상단면과 하단면이 삼각뿔형태로 모듈을 세울 수 없어 교구 조작에 어려움을 갖는다. 교구는 아두
이노 우노를 기반으로 하여 메인 모듈을 구성하였다. 블록 코딩 모듈은 가변 저항으로 제작하여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의 아날로그 데이터 값으로 블록 코딩 모듈을 판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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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구의 모듈 설계
3.2.1 메인 모듈 설계
교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하드웨어 제작을 위한 입출력 핀을 지원하는 아두이노 우노를 메인 모
듈로 사용하였다. 메인 모듈인 아두이노 우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해 블록 코딩 모듈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리 업로드가 되어있어야 한다. 아두이노 우노는 14개의 디지털 입출력 핀과 6
개의 아날로그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있다. 아날로그 입력핀은 교구에서 입력 모듈의 센서값과 블록
코딩 모듈의 전압값을 읽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아두이노 우노에서 6개의 아날로그 입출력
핀은 교구의 동작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추가로 아두이노 우노에 아날로그 멀티플렉서(CD74
HC4051)칩을 장착하여 보드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3.2.2 입·출력 모듈 설계
교구의 입력 모듈은 추가적인 회로 제작을 하지 않고 교구의 메인 모듈에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완성된 입력 센서 모듈을 정육각면체형태의 입력 모듈에 내장하여 사용한다. 입력 모듈은
메인 모듈과의 결합시 잘못된 결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력 모듈의 오른쪽 면을 메인 모듈 좌측면
과 동일한 원형의 요철 결합 형태로 정하였다.
입력 모듈의 소프트웨어 설계는 다음과 같다. 입력 모듈은 아날로그스틱, 빛감지 센서, 거리감지
센서 등의 입력모듈에 따라 사용하는 핀의 개수와 코드가 다르다. 메인 모듈인 아두이노 우노에게
미리 어떤 입력장치를 쓸 것인지 알릴 필요성이 있다. 입력 모듈에 따라 핀 설정과 동작 알고리즘
이 변경이 되도록 아두이노 우노의 펌웨어 코드를 작성하였다. 입력 모듈로 사용하는 조이스틱과
거리감지 센서에 대한 사용을 알리는 모듈을 작성하였다. 아날로그 조이스틱은 2개의 아날로그 입
력 핀을 사용하며, 거리감지 센서의 경우는 2개의 디지털 입력 핀을 사용한다.

3.2.3 블록 코딩 모듈 설계
블록 코딩 모듈은 가변저항으로 설계하였다. 블록 코딩 모듈에 메인 모듈인 아두이노 우노의 5V
의 전압을 인가한다. 모듈의 저항값은 전압 분배 법칙인 “Vout = (R2/(R1+R2)) * VIn” 공식에 따
라 전압값을 산출하였다.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0V~5V의 전압의 단위를 아날로그 핀을 이용하여
0~1023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수치화된 전압값은 블록 코딩 모듈의 기능을 판별할 수 있다. 아

두이노 우노의 5V 전압은 블록 코딩 모듈의 가변저항을 지나 전압이 감소되어 다시 아두이노 우
노의 아날로그 입력으로 들어간다. 메인 모듈인 아두이노 우노는 돌아온 전압값을 판단하여 순차
에 따라 업로드된 펌웨어 코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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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구를 위해 설계된 블록 코딩 모듈의 내용
[Table. 1] The contents of the block coding module designed for education tools

내용 전압값 범위 설정값
모듈 내용
시작 920~950
930
시작
판단 890~920
900
True/False (IF-els)
판단 860~890
870
딜레이
판단 830~860
840
True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판단 800~830
810
처음 코딩으로 돌아가기
판단 770~800
780
작동 멈추기
신호 740~770
750
함수시작
신호 710~740
720
함수정의
반복 680~710
690
반복시작
반복 650~680
660
반복종료

내용 전압값 범위
출력 620~650
출력 590~620
출력 560~590
출력 530~560
출력 500~530
출력 470~500
출력 440~470
출력 410~440
출력 380~410
출력 350~380

설정값
630
600
570
540
510
480
450
420
390
360

모듈 내용
PWM 200 출력(강)
PWM 100 출력(중)
PWM 50 출력(약)
A3 출력
A3 끄기
D10 켜기
D11 켜기
버저 켜기(소리 내기)
D10 끄기
D11 끄기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특정한 환경과 교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자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설계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서
많이 이용하는 교구인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동작의 순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활
용 되는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블록 코딩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두이노와 블록 코딩을 융합하여 컴
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블록 코딩을 물리적으로 구현하였다.
연구 결과 21개의 블록 코딩 모듈과 교구 동작을 위한 1개의 아두이노 우노 기반 메인모듈이
설계되었다. 그리고 블록 코딩 결합을 위한 교구의 외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구는 정규 학교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제약을 받
는 학습자들에게도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코딩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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