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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으로 효율 인 진입을 해 학교 장에서는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 PC앞에서 모니터에 의존

하여 변화 없는 코딩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몰입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소 하고자 로 을 만들고 로그램 하여 성능평가를 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집단 경기를 통해 재미

와 학습을 효율 으로 코드를 익히기 한 로  교구를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1. 서론

  4차 산업과 제조업 활성화 인공지능, IoT 등의 각 분야

의 빠른 발달로 코딩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다. 부분 쉴

드, 센서, 부품과 함께 아두이노 보드와 PC를 통해 코딩 

교육을 하고 있으나 처음 반에는 몰입되어 학교 학생

이 수업을 잘 따라 하지만 아날로그 센서와 드보드에 

부품소자 연결은 흥미의 지속성이 없게 된다. 자유학기제

로 의무 으로 코딩 수업을 해야 하지만 창의 인 아이디

어와 논리 인 사고를 갖기 해서는 움직이고 로젝트

화 하여 소규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인해야 한다고 생

각되며 만들고 코딩을 지향하는 메이커앤 코딩에 한 방

법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 ICT 코딩교육의 필요성

   최근 ICT 분야의 격한 기술발 으로  세계가 미

래의 성장 동력으로 소 트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학교 장에서도 소 트웨어교육을 읽기, 쓰기, 

말하기 등과 같이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한 필수교육

으로 정하고 이미 몇 해 부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

에서는 소 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세

계 인 사회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 트웨어 

교육이 2015년부터 SW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심

으로 시범 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SW교육 정책의 주된 

방향은 로그래머를 양성하기 한 코딩 교육이 아닌 컴

퓨  사고와 창의성 신장을 한 교육을 지향하는데 있

지만 교사가 이를 바로 학업에 해결하기에는 다소 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어려운 코딩을 주입식 암기식으로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SW를 

통해 표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심의 수업을 디자인 하

는 것이 SW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학생은 

엔트리나 스크 치 같은 블록기반의 EPL( 로그래  언

어) 아이콘 명령어를 사용하지만 학생 이상은 아두이노 

같은 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C 언어를 사용하여 기계어 

코드로 만들어 이식하는 컴 일러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림 1. MLine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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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구성은 어로 되어 있는 단어를 잘 조합하여 

기계에 정확한 일을 효율 으로 하기 한 알고리듬을 만

드는데 있다. 이를 해 아두이노 같은 이미 공개된 오  

소스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보드가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몰입도

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재미를 유지하기 해 배우고 만

들고 로젝트화 하여 목표를 두기 해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3. 메이커와 코딩로 교구개발

   로  교구는 아두이노 나노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존

의 방 한 자료와 오 소스를 부 사용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두이노 쉴드에 없는 모터드라이

버와 기어드 모터, 센서 장착을 함께 설계하여 움직이는 

자동차 특히 라인 트 이스와 보트로의 변신을 도모하여  

만들고 코딩하고 놀고 그리고 로젝트를 이루고 목표달

성이 가능한 경진 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 2. MLineBoat 창작품1

 

그림 3. MLineBoat 창작품2

코딩로 교구 메인보드는 처음에는 아두이노 나노를 이용

하여 LED, 버튼 등의 출력/입력을 익히고 외선 센서를 

통해 검정과 흰색선을 감지하는 아날로그를 익힌 다음 모

터와 방향 환 그리고 통신을 차례로 익히게 됩니다. 

그림 4. 메이커앤드 코딩 로  블록도

진과 후진을 담당하는 2개의 기어드 모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100미터 거리에서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400MHz 무선 통신 장치는 2개 바퀴의 차동 회 으로 방

향 환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 5. MlineCar 외

그림 6. MlineCar 센서

 

그림 7. MlineCar 무선조정기

기능상으로는 라인트 이스와 자동차 그리고 무선 보트 

로 을 한  합친 합체 로 에 가까운데 무엇보다 8비트 

아두이노를 익힌 다음 같은 스펙으로 32비트 ARM 

Cortex-M으로 변경을 하여 Embedded로 상 벨로 환

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  있습니다. 

4. 결론

   메이커 앤드 코딩교육은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조립, 동작을 하면서 지속 인 흥미를 가지고 로

젝트를 통해 코딩 결과를 알고 완성 하는데 있습니다. 

한 로 과 코딩의 기본을 익힌 다음 경진 회 는 집단 

게임이라는 목표를 두어 스스로 학습의 동기 부여가 되고 

진행하면서 원에 소속되어 력하고 업하는데 있습니

다.   

그림 8. 학교 1학년 30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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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이라는 로그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꾸미고 잘 운 되기 해 조정하고 생각하고 오류를 찾아 

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바로 얻을 수 도 

있지만 진도를 나갈수록 결과를 바로 얻지 못하고 아무

게나 구성한다고 동작되지 않는 것을 학생들은 분명 어려

워합니다. 

메이커앤드코딩로 은 드 보드가 없습니다. 선연결

이 가능한 소켓은 드보드처럼 되어 있어 확장이 가능

하지만 기본 으로 로 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

어 조립에 한 거부감이나 어려운 은 없습니다. 

로  교구 개발에 목표를 둔 로 은 모두 3가지로 이루어 

졌습니다. MlineTrace
™, MlineCar™, MlineBoat™  이 에

서 MlineTrace만 무선 리모콘 장치가 없으며 나머지는 코

딩과 조정기에 의해 동작됩니다. 

종류 동작 비고

MlineTrace
검정테이 를 외선으로 

인지하여 선을 따라감

외선 센서, 무

선 리모콘 없음 

MlineCar 조정에 의해 방향 환로
400MHz 무선  

리모콘

MlineBoat
로펠러를 자작하며 조정

에 의해 방향 환

수차 설계와 무

선 조정

표 2. 엠라인 메이커 코딩 로  종류

엠라인트 이스를 이용하여 학교 1학년 ~ 2학년 상 

자유학기제 비 코딩 교육을 6개 학교 150명에게 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본 로그램을 가지고 라인트 이

스 경진 회를 비하도록 했는데 코딩 연습한 뒤에 한곳

에 모여 3미터 라인 트 이스경진 회를 곧 진행하게 됩

니다. 이런 과정과 모임을 학생과 특히 교사는 만족해합니

다. 그러나 30%의 인원은 처음 하는 코딩 교육에 흥미

는 있지만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PC환경을 잘 모른다

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를 들어 CTRL+C, CTRL+V를 

몰라 혼돈스러워 하고 ‘+’, ‘&‘등의 특수 기호는 부분 처

음 하고 잘 모르는 소문자 어 단어를 타이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9. 학생 로  코딩 수업

학교 학생들은 엘이디와 항 등의 자부품소자를 

드 보드에 연결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부분의 

학생들에게 센서 부분 진도를 나가면 어려운 것을 계속하

기 보다는 손을 놓게 됩니다. 엠라인 로 은 드 보드

가 없는 신에 학생들에게 알고리듬 사고를 요하는 로

이기 때문에 차후의 코딩 익히기 랫폼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단됩니다. 

그림 10. MLineCar 운

 

그림 11, 그룹 경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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