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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로봇 활용, 아두이노 기반 센서 교육 등의 피지컬 컴퓨
팅 교육은 학생들이 로봇이나 각종 센서 등의 실물을 코딩한 결과로 작동함으로써 동
기유발, 몰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심주은, 2016)
이중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 컴퓨팅교육은 주로 텍스트 기반 아두이노 스

피지컬 컴퓨팅을 지원하는 그래픽기반도구를 활용한 수업

케치 프로그래밍을 통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래밍은 코
딩을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C 언어 기반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한규정, 2017). 또한 블록 형태의 그래픽기반 도구인 스크래치나 엔트리에 익숙한 학생

한 규 정**

들이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램의 각종 명령어를 이해하고 코딩을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 점이 있다. 첫째,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분석과 이

<요 약>

해가 어렵다. 둘째, 학생들이 매우 많은 명령어를 알아야 하며 또 그 기능을 구현하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가 어렵다. 셋째, 프로그래밍 언어의 고 난이도로 인해 아두이노의 창작물 구성보다는

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이슈는 교육현장에서

코딩 문법에 시간을 많이 투여함으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에 관한 시간 투입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각종 센서를 포함한 하드

어렵다. 따라서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은 그래픽 기반 쉬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

웨어를 다루기 위해서 C 언어 기반 텍스트 언어인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하다면 텍스트기반 피지컬 컴퓨팅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렵다. 그에 반해 학생들이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은 그래픽 기반 도구 언어를 활용하여 아두이
노 등을 제어하는 피지컬 컴퓨팅 학습은 텍스트 기반 언어 학습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코딩이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 로봇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엔트리와 같은 그래픽 기반 도구 언어

그래픽기반 도구의 언어로는 스크래치기반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ScratchX, S4A,
Mblock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개발된 엔트리 언어는 피지컬을 지원하는 확장 블록을
자체 지원하고 있다.

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교육에 적용한 결과이다. 연구과정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에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으로 그래픽도구 기반 언어인 스크래치

대해 하나는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엔트리 프로그래밍

나 엔트리와 텍스트기반으로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을 지원하는

구현하여 각각의 사용경험을 비교한 결과를 인터뷰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그래픽기반

아두이노를 소개한다.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와 엔트리기반 언어의 수업 적용 및 인터

프로그래밍이 텍스트기반 프로그래밍 보다 사용성, 이해성, 적용성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응

뷰 결과분석 그리고 결론과 제언이다.

답하였다.
주제어 : 피지컬 컴퓨팅,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엔트리

Ⅱ. 이론적 배경
I. 서 론
소프트웨어교육이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 필수화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내용 등
이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컴퓨터나 하드웨어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논
리적 활동을 하는 Unplugged 교육,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은 그래픽 기반 교육용 프
로그래밍 교육(EPL,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
한 피지컬 컴퓨팅 등이다(김진수, 2015)(심규현,2014)

1. 텍스트기반언어와 그래픽도구 기반 언어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경험이 부족한 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에게 피지컬 컴퓨팅을
제어하는 코딩 교육은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텍스트 기반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는 C
언어와 같은 문법을 요구함으로써 초보자들이 익숙하게 코딩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
학생들에게 그래픽기반의 블록언어인 스크래치나 엔트리 언어는 언어 자체에 쉬운 인
터페이스로 텍스트기반 언어에 비해 쉬운 코딩이 가능하다.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컴퓨터교육과

1

2

피지컬 컴퓨팅을 지원하는 그래픽기반도구를 활용한 수업
1) 아두이노 스케치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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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구가 활발하다(신주현외, 2014)(이은경, 2013)
[그림 2]는 스크래치 초기 화면이다.

아두이노도 하나의 마이크로컨트롤러이므로 이를 제어하려면 프로그래밍이 필요하
다.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은 C언어이며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적용시
킬 수 있다. 다음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입출력 함수들이다.
- pinMode(pin, mode): 디지털 핀의 입출력을 정의한다.
- digitalWrite(pin, value): 디지털 핀에 출력을 하는 함수이다.
- int digitalRead(pin): 디지털 핀의 상태를 읽어오는 함수이다.
아두이노 스케치는 크게 2가지로 편집이 가능한데 하나는 온라인 도구로 ‘아두이노
웹 에디터’와 오프라인으로 ‘다운노드’를 받아서 PC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의 시작화면이다. 초보자에게 C언어와 같은 텍스
트 기반 언어는 언어의 복잡성과 이해성 결여 등이 인지적 부하를 야기시킨다.

[그림 2] 스크래치 초기 화면

3) 엔트리 언어
엔트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크래치와 같이 그래픽기반언어로 블록 코딩이 가능하
다. 스크래치와 유사하게 블록을 끌어서 조립하여 코딩이 가능하며 작성된 코드의 리
[그림 1]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믹스나 공유 등이 가능하다. 스크래치와 비교해서 강점은 한국에서 개발된 언어라서
한글 지원과 다양한 한글 수업자료 지원이 뛰어나며, 스크래치에서의 ‘스프라이트’

2) 스크래치 언어

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그림들이 매우 많고 다양하여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그림
작업에 수월하다. 교육현장에서의 엔트리를 적용하는 연구들도 매우 활발하다(이민영,

스크래치 언어는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된 언어로서 누구나 쉽게 코딩을 할 수 있

2017)(이은형, 2015)

도록 설계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아두이노 스케치와 같이 텍스트 기반이 아
니라 비주얼 베이직과 같이 그래픽 기반으로 블록을 끌어서 조립하는 형식의 코딩을

[그림 3]은 엔트리의 초기화면이다.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스크래치의 또 다른 특징은 작성한 프
로그램을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이 고쳐서(리믹스라고 함) 다시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교육현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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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두이노 스케치 및 엔트리그래픽 기반 피지컬 컴퓨팅 교육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부터 3주 동안 공주교육대학교 로봇대학원의 “초등로봇
공학개론”수업으로 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의 주요 내용은 아두
이노 스케치와 엔트리를 이용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은 <표 1>과 같이 아두이노 조작을 위한 프로그래밍으로 아두이노 스케
치 언어와 그래픽 기반 언어인 엔트리를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코딩 경험에 대한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적용 대상 학생이 5명으로 소수이므로 정량적인 방법인 아닌 정성적
[그림 3] 엔트리 프로그램 초기 화면

인 관점에서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2. 아두이노

<표 1> 연구 방법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제작되고 있었다. 가

프로그래밍 언어

적용 피지컬 대상

령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이다. 그러나 전기밥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컨트롤

처치 1

엔트리

아두이노

러를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수분을 측정하는 센서가 추가되었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

처치 2

아두이노 스케치

아두이노

하는 부품 등이 필요했다. 또한 이러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전자공학에 정통한 전문가들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
러나 최근 DIY, Maker 운동 등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쉽게 전자

3. 적용 교육과정

기기를 제어가 가능한 아두이노의 출현은 새로운 세대에 초보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회로에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데 전문적
인 개발자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간단한 프로그
래밍 언어의 수준만 갖추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개발 도구도 만들
었는데 이러한 개발환경까지 포함해서 아두이노라고 한다. 국내의 교육현장에서 아두
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다(배중연외, 2014)

적용교재는 <표 1>의‘처치1’에서 2가지 교재를 시용하였는데 하나는 아두이노 스케
치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15여개의 예제프로그램을 엔트리로 변환한 교
재이고(<표 2> 참조), 다른 하나는 메카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엔트리기반 아두이노 교재
를 대상으로 하였고(<표 3> 참조)(메카솔루션,2016), 총 20차시중 15차시를 적용하였다.
‘처치2’에서는 위의 교재의 내용 중 메카솔루션의 교재는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로 변
경하였고 아두이노 스케치 예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2개의 교재를 사용한 이유는 단
계적 교육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아두이노 스케치의 예제는 간단한 코딩으로 센서조작
이 가능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코딩에 접근하도록 유도하였다. 메카솔루션의 교재는
학생들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제작으로 심화 있는 코딩 단계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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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중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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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표 4>와 같이 아두이노 스케치로 구현하도록 하였고 이를 [그림 5]와 같이
엔트리로 구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LED 깜박이기

빛센서값 읽기

스위치 입력

전압읽기

페이드

디지털 입출력

버튼

상태전환감지

온도측정

우주선

포텐셔_주저조정

포텐셔-서버모터조정

아날로그보정작업

스미싱

입출력

<표 3> 메카솔루션의 아두이노 교재
챕터

주제

1장

아두이노 소개

2장

오른쪽으로 가세요_도로표시판

3장

광고판의 좌우로 점멸 LED

4장

스위치로 만드는 엔트리 피아노

5장

엘리베이터_숫자카운터

6장

가로등의 빛센서

7장

센서와 그래프

8장

센서보드프로젝트3_슬라이딩가변저항

9장

압력센서_도형미디어아트

10장

불어서끄는_LED 케익

11장

RGBLED

12장

회전형가변저항과 RGBLED

13장

부저알람음만들기

14장

후방감지기 알림기

15장

기울기센서와 RGBLED

<표 4> LED 깜박이기 아두이노 스케치 예제
nt ledPin = 9;// the number of the LED pin
void setup() {
// initialize digital pin LED_BUILTIN as an output.
pinMode(LED_BUILTIN, OUTPUT);
}
// the loop function runs over and over again forever
void loop() {
digitalWrite(ledPin, HIGH); // turn the LED on (HIGH is the voltage level)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digitalWrite(ledPin, LOW);
// turn the LED off by making the voltage LOW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

[그림 5] LED 깜박이기 아두이노 엔트리 예제

4. 교육 예시

2) 페이딩

1) LED 깜빡이기

아두이노 디지털 9번 핀에 LED를 꼽고 서서히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스케치 예제중 아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9번핀의 LED를 깜박이게 하는 프

7

다. <표 5>는 이에 해당하는 스케치 프로그램이며 [그림 6]은 엔트리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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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그림 7]은 각각 스케치, 엔트리 구현 프로그램이고 [그림 8]은 구현사항이 엔트

<표 5> 페이딩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int ledPin = 9;

리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 LED connected to digital pin 9

void setup() {
// nothing happens in setup
}
void loop() {
// fade in from min to max in increments of 5 points:
for (int fadeValue = 0 ; fadeValue <= 255; fadeValue += 5) {
// sets the value (range from 0 to 255):
analogWrite(ledPin, fadeValue);
// wait for 30 milliseconds to see the dimming effect
delay(30);
}
// fade out from max to min in increments of 5 points:
for (int fadeValue = 255 ; fadeValue >= 0; fadeValue -= 5) {
// sets the value (range from 0 to 255):
analogWrite(ledPin, fadeValue);
// wait for 30 milliseconds to see the dimming effect
delay(30);
}

<표 6> 바그래프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 these constants won't change:
const int analogPin = A0; // the pin that the potentiometer is attached to
const int ledCount = 10;
// the number of LEDs in the bar graph
int ledPins[] = {
2, 3, 4, 5, 6, 7, 8, 9, 10, 11
}; // an array of pin numbers to which LEDs are attached
void setup() {
// loop over the pin array and set them all to output:
for (int thisLed = 0; thisLed < ledCount; thisLed++) {
pinMode(ledPins[thisLed], OUTPUT);
}
}
void loop() {
// read the potentiometer:
int sensorReading = analogRead(analogPin);
// map the result to a range from 0 to the number of LEDs:
int ledLevel = map(sensorReading, 0, 1023, 0, ledCount);

}
// loop over the LED array:
for (int thisLed = 0; thisLed < ledCount; thisLed++) {
// if the array element's index is less than ledLevel,
// turn the pin for this element on:
if (thisLed < ledLevel) {
digitalWrite(ledPins[thisLed], HIGH);
}
// turn off all pins higher than the ledLevel:
else {
digitalWrite(ledPins[thisLed], LOW);
}
}
}

[그림 6] 페이딩 엔트리 프로그램

3) 바그래프
포텐션미터를 아날로그핀에 꼽고 이를 윰직일 때마다 단계별로 10개의 LED가 ON되
고 OFF 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의 핵심은 10개의 LED를 리스트에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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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성
4명의 학생 모두가 엔트리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보다 쉽다고 하였
다. 그러나 1명의 학생은

엔트리 코드로 작성하면 코드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신은 아두이노 스케치 코드가 사용성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2) 이해성
프로그램의 소스를 보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5명의 학생 엔
[그림 7] 바 그래프 엔트리 프로그램

트리가 보다 쉽다는 대답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한글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쉬운
가독성이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3) 적용성
만약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아두이노 교육을 한다면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를 적용할
것인지 혹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5명 학생 모두가
초등학생에게는 엔트리기반 아두이노 교육이 초보자에게 직관적으로 적용이 쉽다고 응
답 하였다.

4) 에러 수정 가능성(유지보수성)
[그림 8] 바그래프 프로그램의 실행화면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에러수정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에는 “엔트리 프로그램

4. 적용결과

이 보다 직관적이다.“에러가 발생해도 고치기 쉽다”, “실행 결과를 엔트리의 오브젝
트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교육효과가 배가 된다”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와 그래픽기반 엔트리
프로그램의 사용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표 7>과 같다.

5) 활용성

<표 7> 인터뷰 항목
항 목
사용성
이해성
적용성
에러 수정가능성
활용성

내 용
언어가 사용 용이한지? 쉬운 지?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이해하는 정도
초등학교 적용성
언어의 장점
언어의 단점

11

언어의 활용성에 대한 질문에는 “엔트리가 아두이노 스케치와 같이 세밀한 제어를
못할 것 같다.”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가 엔트리보다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
“엔트리에 주석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다”, “아두이노 스케치와 컴퓨터 화면의 그래
픽으로의 연동 등이 부족하다”등의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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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적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두이노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 교육과정에서 어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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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아두이노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에서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은 그래픽기

보교육학회논문지 21(4), 403-413.

반 언어가 아두이노 스크래치와 같은 언어보다 제어하기 쉽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
한 다양한 Maker 활동을 지향하기에는 그래픽기반 언어에서 블록으로 제공하는 언어
의 기능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보자에게는 그래픽기반 언어로의 피지
컬 컴퓨팅 교육과 그 후 심화과정으로써 텍스트기반 언어 교육의 연계 관계를 적정하
게 정해주는 교육과정의 설계와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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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ssons Using Graphical Based Tool to Support Physical
Computing

Han, Kyu-Ju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cently, software education has become essential in the school field, and the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f software education have been variously applied.
The issue of which programming language teachers should use for students is very
important in the educational field. It is very difficult for students to learn the Arduino
Sketch language, which is a C language-based text language, in order to deal with
hardware including various sensors in software course. In contrast, physical computing
learning, in which students use a graphical tool language such as Scratch or Entry to
control the Arduino, is relatively easy to code than text-based language learning.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Arduino education through the graphic - based tool
language such as Entry to the robotics graduate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e research process, we analyzed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experiences of each stude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Arduino Sketch programming
and Entry programming on the same subject.
As a result, students responded that graphic-based programming(Entry) has many
advantages over text-based programming in usability, comprehension, and applicability.

Key words: physical computing, software education, coding education,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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