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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프로그래밍 교육이 초·중·고교에서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교육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용 프로그래밍 교육 도구인 ‘큐베토’를 모티브로 하여 창의력, 상상력에 과학기술이 더해진 창의적 융

합인재교육에 접목한 에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STEAM 게임 콘텐츠 제작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제안된 STEAM 게임 

콘텐츠는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출판물 동화를 활용하여 길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서 유아의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STEAM 게임(STEAM game),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I. 서론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의미하는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Arts 예술을 포함하여 

교과간의 융 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과학적 

탐구정신을 갖춘 융합형 과학 기술 인재를 키워 내 는 교육이다[1]. 

현재 우리나라 STEAM교육은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으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이나 수학과목을 공학, 기술, 예술 

등과 접목시켜 가르치는 융합인재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과목인 과학과 수학에, 실생활과 연계하

여 활용하는 과목인 공학과 기술을 더하고, 감성적인 분야인 예술까지 

합친, 이른바 실생활 기반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2]. STEAM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STEAM 교육에 적합한 교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다양한 

STEAM 교육콘텐츠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논문은 

유아용 프로그래밍 교육 도구인 ‘큐베토’를 모티브로 STEAM 교육에 

접목하여 에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STEAM 게임 콘텐츠를 설계하

고 개발한다.

II. STEAM 게임 콘텐츠 설계

유아용 프로그래밍 교육 도구인 “큐베토”는 유아들이 손으로 블록

을 만지고 움직이는 로봇을 관찰하면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체험하

고. 게임을 하듯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힐 수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체험놀이 도구이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창의력, 상상력에 

과학기술이 더해진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에 접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에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STEAM 게임 콘텐츠의 구성요

소와 설계 방안을 살펴본다.

2.1 STEAM 게임 콘텐츠 구성요소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어에 해당하는 버튼은 크게 이동, 회전, 점프 

등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동버튼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경로 이동하는 기능을 가진다. 회전 버튼은 

맵에서 캐릭터의 진행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90°씩 회전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점프버튼은 방향별로 맵 이동 경로 중 장애물을 피해가기 

위해 한 칸을 건너 뛰어 넘는 기능이다. 맵은 캐릭터가 이동하는 

지도로, 이는 이동 경로에 따라 수행해야 할 미션을 담고 있고, 장애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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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설명

캐릭터
이야기에 따라 맵을 이동하며 미션을 수행할 

나만의 캐릭터

버튼

이동, 외전, 점프 등의 명령어 버튼

맵 이야기에 따라 미션을 담고 있는 지도

Table 1. STEAM 게임 콘텐츠 구성요소

2.2 STEAM 게임 콘텐츠 설계 방안

STEAM 교육 게임 콘텐츠에서의 과학은 직진, 방향 전환, 방향별 

점프 등의 명령어 역할을 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 경로와 목표 

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방향 전환의 원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기술은 목표 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명령어 버튼을  통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공학에서는 버튼을 

이용하여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본적인 로직을 

습득할 수 있다. 수학에서는 목표 지점을 찾아가 위해 목표 지점까지 

거리 계산과 경로탐색을 위한 방향 전환에 대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예술은 다양한 맵에 따라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캐릭터와 이동 

경로 중 미션 사운드와 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STEAM 구분 STEAM 게임 콘텐츠 설계 방안

과학

(Science) 

목표지점까지의 이동 경로 이해, 

버튼을 이용한 이동 방향 전환에 대한 알

고리즘 원리 이해

기술

(Technology)

목표지점까지의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한 

바튼 조작 방법을 이해 

공학

(Engineering)

목표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해 버튼을 직접 

선택하고 조작하여 소프트웨어 로직 이해

예술

(Arts)

다양한 캐릭터와 맵, 

미션 사운드와 음악에 대한 이해

수학

(Mathematics)

목표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버튼의 조합

과 거리 계산, 경로 탐색을 위한 방향 전

환의 각도에 대한 이해

Table 2. STEAM 게임 콘텐츠 설계 방안

2.3 STEAM 게임 콘텐츠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애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STEAM 게임 

콘텐츠 개발의 프로토타입의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1. STEAM 게임 콘텐츠 실행화면

III. 결론

본 논문에서 유아용 프로그래밍 교육 도구인 ‘큐베토’를 모티브로 

융합인재교육에 접목한 에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STEAM 게임 

콘텐츠 제작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향후에는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동화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션과 맵을 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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