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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에 등교 수업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후 2020년 2학기에는 1/2이나 1/3로 학생들의 조를 
나누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수업을 하기 시작하였
으며, 2021년이 밝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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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판데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교차 등교
를 하게 된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실습을 한 학급들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회복탄력성 차이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회복탄력성 150미만이 14명, 150이상 180미만이 32명, 180
이상이 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등교 수업에서는 회복탄력성 150미만이 7명, 150이상 180미만이 29명 
180이상이 20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회로 제작을 
동시에 수업하는 과목에서는 되도록 실험실습 환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COVID-19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시에는 실기 수업은 뒤로 미루고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하
여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was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tudy of classes that practiced 
using Raspberry Pi, which had to cross school due to temporarily conducting online clas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nline classes, 14 people had resilience less than 150, 32 people who had 150 
or more and less than 180, and 9 people who had 180 or more. On the other hand, in the school attendance class, 
there were 7 people with resilience less than 150, 29 people with resilience less than 150 and less than 180, and 20 
people with more than 180. Therefore, in subjects where programming using Raspberry Pi and circuit manufacturing are 
taught at the same time, the laboratory and practice environment should be able to proceed properly as much as 
possible. should proceed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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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병행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론 과목은 온
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실험실습 과목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여 1/2이나 1/3로 교차등교를 시키
는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실험실습 과목에서는 장소의 특
성, 기자재 준비, 재료 수급 상황 등의 문제로 인
하여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이론 수업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처럼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1].

특히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는 과목은 프로그래
밍을 학습하고 회로를 구성하면서 학습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을 전개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COVID-19으로 인한 실험실습 과목의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리
눅스시스템 과목에서 교차 등교 수업에 따른 회복 
탄력성을 분석하였다[2].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
에서는 회복탄력성과 교차 등교 수업에 대하여 탐
구하고, 3장에서는 연구 절차와 연구 결과를 기술
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회복탄력성
교육분야의 연구 중 학습에 관련된 연구에서 회

복탄력성(Resilience)은 학습에서의 무기력을 해결하
기 위하여 많이 활용된다. 회복탄력성은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하위 구성요소가 있다.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과목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과목
과는 다르게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
드웨어적인 어려움과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이 동
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의 어
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하
드웨어적인 어려움과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을 해
결하여야 하고, 라즈베리파이 과목에 더욱 흥미를 
갖고 학습 무기력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3].

2.2 교차 등교 수업
COVID-19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많이 진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등
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서는 초등학교나 중
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하여 무조건 온라
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기 위하여 1/2이나 1/3의 
인원을 등교하게 하여 교차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학교에 COVID-19 확진자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
환하여 학사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특히 라즈베리
파이 수업은 다른 프로그래밍 수업에 비하여 하드

웨어 설계에 따른 오류와 어려움까지 따르므로 대
책이 추가로 요구된다[4, 5].

Ⅲ. 연구 절차 및 연구 결과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학사일정에 기초하여 교차 등교 수업

방식에 따라 실기 수업은 무조건 등교 수업에 의
하여 시작하였다. 따라서 학기 초에 연구대상에 회
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학교에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고, 임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 연
구자를 포함한 일부 실습 과목 담당 교사도 밀접
접촉자가 되어 2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 연
구 대상은 남학생 51명과 여학생 4명이며, 온라인 
수업 및 자가격리 기간 2주를 마친 후에 회복 탄
력성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다시 등교 수업이 
이뤄진 이후 2주 후에 다시 회복 탄력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결과

3.2 연구 결과
라즈베리파이를 과목의 회복탄력성 평균을 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회복탄력
성 150미만이 14명, 150이상 180미만이 32명, 180
이상이 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등교 수업에서는 
회복탄력성 150미만이 7명, 150이상 180미만이 29
명 180이상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는 과목의 특성 상 회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실습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문법 등
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
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즉각적으로 지도하기 어렵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라즈베리파이와 같
이 하드웨어 요소와 소프트웨어 요소가 함께 있는 
과목에 대한 실습 과목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면 등교 수업에서 실험실습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온라인 수업 콘텐츠는 되도록 
이론에 충실하여야 한다.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09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COVID-19으로 인하여 교차 등교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진행하였고,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실습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라즈베리파이를 실습하는 수업과 같이 회로를 구
성하고 프로그래밍을 실습하는 수업에서는 되도록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으로 진행
하여야 하며, COVID-19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
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시에는 이론 내용을 중점적으
로 진행하고,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면 실습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차후 연구과제로는 연구 변인에 교수 실재감이나 
학습 만족도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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