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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향상을 위한 아두이노 활용

교육과정 개발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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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proving the Creativity using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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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performed a short-term compu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using

Arduino. The purpose of this education was to progress basic training interestingly and discover excellent

students. Training was about practicing basic examples about H/W, S/W, communication, and solving

creative tasks. We divided training participants into a team composed of each 3 members and educated

them for 10 hours. Instructors were consists of 1 main teacher and 3 teacher assistants. Training was

about assembling Arduino based robot, blinking LED, operating speaker, serial communication, producing

software for wireless communications and autonomous of robot, and control hardware of robot. Through

this study, we developed a meaningful ICT integrated curriculum which has high usefulness in a short

period.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education completed 96% out of 10 creative tasks, and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 of curriculum and suggests further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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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글로벌 창의인’을 미래형 인간으로 설정하고 고정관

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요구한다[1].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 

컴퓨터교육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프로그

래밍 교육이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어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2,3].

최근 ‘스크래치, 로봇 키트’는 문제해결력과 확산

적 사고 등을 신장시킨다는 연구로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이지만[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의‘융

합’과 ‘통합’의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는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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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Technology)과 관련해서 청소년 창의 교육 방

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ITC와 관

련 된 부분이 약화되어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보

거나 회로를 작성하는 경험이 드물어 IT 전문가 양성

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창의 ICT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하고 창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기초 교육은 하

드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및 통신교육을 통합하

는 교육으로 구성 하였다. 참여 학생들이 직접 실습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을 하였다. 10시간의 단기 

ICT 교육 후에 학생들의 교육성과와 이 분야에 탁월

성이 있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연구 목적 중에 하나이다.

한명의 주강사와 3명의 보조강사가 참여하였고,

동두천의 숲속창의력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하였다. 학생들은 3명을 1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

별로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과 아두이노 로봇

(ABOT) 제작을 위한 구성 부품과 무선 모듈 세트를 

지급하였다. 교육의 구성은 아두이노 보드 프로그래

밍, LED 회로의 구성, 로봇의 조립, 로봇프로그래밍,

유 무선통신 프로그래밍 및 로봇의 자율주행으로 구

성하였다. 강의 중간과 강의 후에 학생들의 학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로봇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IT를 

직접 경험하고 조작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영역

을 탐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심어주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IT 전문가가 될 만한 인재를 선발하

기 위해서 5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본 교육이 흥미 제공, 동기 유발, 창

의성 향상, 인재 선발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여 글로벌 인재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므

로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어떻게 바

뀌었는지를 살펴본다.

2.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정보통신 기초 통합 교육은 하드웨어의 구성, 소

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및 유선 통신 무선 통신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하

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본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경험이나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

지 않아, 이와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교육하려면 마

이크로컴퓨터를 활용한 하드웨어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인기 있는 아두이노[5]는 공개 하드웨어로 배우

기 쉽고 재미있다.

프로그래밍 학습은 스크래치, 프로세싱, 퀵베이직,

C언어, 자바 언어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직접 로봇을 제어하기에는 프로세싱 언어[6]가 제일 

적합하다. 프로세싱 언어는 USB 케이블을 통한 시

리얼 포트 통신을 쉽게 실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선 통신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7] 등이 

있으나 가장 간단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

그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번 교육에는 아두이노,

프로세싱 및 지그비를 선택하고, 아두이노 로봇을 조

립하고 응용프로그램으로 실습하였다.

2.1 아두이노

아두이노(Arduino)[5]는 상상을 실현하기에 적합

한 플랫폼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AVR기반의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

한 통합 개발 환경(IDE)도 제공한다. 아두이노는 스

위치나 센서에서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제어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

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프로세싱과 같은 소

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다.

아두이노의 장점은 저렴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

를 쉽게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AVR

프로그래밍은 WinAVR로 컴파일하고, ISP장치로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반면, 아두이노

는 컴파일 된 펌웨어를 USB를 통해 업로드를 한다.

또한 회로도가 CCL에 따라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 아두이노 응용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이 늘고 로봇 장난감과 아두이노를 활

용한 교육 로봇도 제작되고 있다. 포드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차량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차량과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 XC라는 프로그램을 선보

이기도 했다. 그림 1은 아두이노 보드와 각 부분의 

명칭이다.

2.2 프로세싱

프로세싱[6]은 무료로 제공되며 프로그래밍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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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ame of Arduino board and each part.

Fig. 2. XBee wireless modem. Fig. 3. XBee USB dongle.

와 개발환경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비주얼 

아트나 비주얼 기술 구현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1

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소프트웨어 스케치북 역

할로 시각적 콘텍스트로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가르

칠 목적 이었으나 현재 전문가를 위한 개발 도구로 

진화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 학생,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원 등이 학습이나, 프로토타입 제작 

및 생산 등의 프로그래밍에 활용할 수 있다. 특징으

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2D, 3D 또는 PDF 출력과 상호 작용하는 프로 

그램

- OpenGL 및 OpenCV 지원

- 다양한 OS지원: GNU / 리눅스, 맥 OS X, Win-

dows 용

- 스마트폰 앱 및 웹 프로그래밍

2.3 XBee 무선 통신

XBee는 802.15.4와 ZigBee가 지원 되는 20핀의 크

기가 작고 저렴한 무선 모뎀이다. 전송속도는 250

Kbps이며 XBee는 저전력 1mW로는 100m를 XBee

Pro로는 100mW로 1.6Km 통신이 가능하다. UART

를 이용하여 모뎀을 설정을 하고, 슬립모드도 지원한

다. I/O, A/D와 지시 LED를 제공한다. 그림 2는 

XBee 모뎀이며, 이번 실습에서 2개가 필요하다. 하

나는 ABOT에 끼우고, 다른 하나는 그림 3과 같은 

XBee USB 덩글로 컴퓨터와 연결한다.

2.4 아두이노 로봇

아두이노 로봇(ABOT)은 아두이노 하드웨어 기반

으로 제작되고,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한 교육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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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hardware for education

Item Name Products or Web sites Price

Notebook Samsung -

Arduio Robot Kit & Parts Fribot, http://fribot.com 200,000 Won

XBee Modem 2 ea http://sparkfun.com 50,000 Won

XBee USB Adaptor http://sparkfun.com 40,000 Won

Table 2. The software for education

Item Name Products or Web sites Etc.

Arduio IDE http://arduino.cc free

Processing IDE http://processing.org free

XBee Driver http://www.digi.com free

Fig. 4. Arduino Robot and LED.

이다. 부품으로 구성되어 조립하여 로봇을 만든다. 구

성품은 무선 아두이노 보드, 차체, 서보모터 2개 및 

배터리 팩 그리고 전자 실습 부품세트이다. 빛 센서,

IR센서, 더듬이 센서로 자율 주행을 실습할 수 있다.

무선 통신 기능을 위해서는 지그비, 와이파이 및 

무선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을 끼울 수 있도

록 되어 있어 무선 실습에 적합하다[8].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IDE를 활용한다. 아두이노 로

봇은 지그비 무선 모듈 세트를 포함하여 약 30만원으

로 키트를 구매 할 수 있다.

3. 제안된 ICT 교육 내용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

다.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연령(14세로부터 21세까

지)의 학생들이 학습하므로 첫째, 실습이 쉬워야 한

다. 둘째, 교육 내용이 재미있어야 한다. 셋째,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지적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답을 제공하지 않고, 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

다.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였다.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된 아두이노는 무료 프

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아두이노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서버 측 프로그램은 프로세싱을 

활용하였다. 프로세싱은 대화형으로 프로그래밍이 

쉽다.

지그비 모듈은 시리얼 USB 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

어 로봇 제어에는 안성맞춤이다. 아두이노 로봇을 기

반으로 아두이노 언어와 프로세싱 및 지그비를 구성하

여 ICT 기초 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었다.

3.1 교육에 활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각 팀은 3명으로 구성되며, 한 팀당 지급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3.1.1 교육에 활용된 하드웨어

팀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트북 1개와  ABOT 부

품, 무선키드를 지급하였다. 표 1은 지급된 제품과 

웹사이트 및 가격이 나타나 있다.

3.1.2 교육에 활용된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언어로 작성을 하

고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업로드를 한다. 프로세싱

은 로봇 제어에서 서버 프로그램 작성할 때 활용이 

된다. XBee 드라이버는 XBee USB 덩글을 설치할 

때 필요하다. 표 2는 교육에 활용된 소프트웨어 목록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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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ducational planning and practice results

No Planning Execution

1 Arduino Installation, LED Blinking Arduino Installation, LED Blinking

2 Create a traffic light Create a traffic light

3 Making music with a piezo speaker Making music with a piezo speaker

4 Robot Assembly, movement and rotation Robot Assembly

5 Processing installation, Draw circles and moving ABOT movement and rotation

6 ABOT is controlled by the keyboard, XCTU installation Processing installation, Draw circles and moving

7 ABOT is controlled by XBee, Responding by light [Wired comm.] ABOT is controled by Keyboard

8 Path finding by whisker ABOT is controlled by XBee

9 ABot is controlled by IR Path finding by whisker

10 Design Creative work ABot is controlled by IR

Table 4. The configuration of the team challenge

No Missions Contents

1 LED blinking Controls the speed of the flashing LED.

2 LED traffic light Two LED lights blink alternately.

3 Piezo speaker Creating a song.

4 Robot assembly Arduino robot to assemble

5 Robot movement The robot to turn in place.

6 USB wired control Robot forward, backward, left, right movement control by USB

7 Moving shapes in Processing Simulation Programming ball coming down from the sky

8 Robot controle by Processing The robot control program using Processing language

9 Path finding by whisker ABOT is autonomous by whisker

10 Path finding by IR ABOT is autonomous by IR

3.2 교육 내용의 구성

교육내용은 IT 기초학습과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으로 구성이 하였다[9]. 실습과정의 구

성은 1부로 로봇을 만들고 신나게 돌아다니기. 2부로 

유선 및 무선으로 로봇을 제어하기. 3부로 더듬이와 

IR을 이용한 로봇의 자율 주행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은 교육계획과 실제 교육한 실행 내용을 비교하였다.

교육 내용의 변경은 4시차에서 조립에 시간이 오

래 걸려 로봇의 이동과 회전을 다음 차시에서 하게 

되었고, 7시차의 무선 실습에 시간이 오래 걸려 빛에 

반응하기를 실습을 생략하였다. 10차시의 창의 작품 

만들기는 이전 2개의 보충 실습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였다.

3.3 창의성 함양을 위한 팀워크 학습 과제의 구성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팀워크 학습 과제는 표 

4와 같이 10개로 구성이 되었다. 교육내용을 따라 창

의 과제를 구성하였다.

3.3.1 LED 깜박이기 

LED 회로는 LED와 저항 및 2개의 점퍼선으로 구

성이 된다. 회로도는 그림 5와 같다.

LED 회로의 기본 스케치 다음과 같다. 1초에 LED

가 한 번씩 깜박인다.

void setup() {

pinMode(13, OUTPUT);

}

void loop() {

digitalWrite(13, HIGH);

// turn the LED on (HIGH is the voltage level)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digitalWrite(13, LOW);

// turn the LED off by making the voltage LOW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

[창의응용1]: LED가 0.1초 마다 깜박이도록 스케치

를 수정하고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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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D circuit.

[창의응용2]: LED 2개를 번갈아가면서 깜박이도록 

스케치를 수정하고 테스트하기

3.3.2 피에조 스피커의 테스트

피에조 스피커의 +는 8번 핀에 연결을 하고, -극은 

GND에 연결을 한 후 tone() 함수를 활용하여 프로그

래밍을 한다.

void setup() {

tone(8, 2000, 1000); // pin 8, freq=2000, time=1sec

}

void loop(){

}

[창의응용3]: 고향의 봄 첫 줄 노래 만들기 (솔솔미파

솔라라솔)

3.3.3 로봇 왼쪽 바퀴를 2초간 회전하기

로봇의 바퀴는 서보 모터로 writeMicroseconds()

함수를 통해서 제어를 한다. 1500은 정지, 1700은 시

계방향으로 최대 속도, 1300은 반 시계 방향으로 최

대 속도로 회전을 한다.

Fig. 6. Piezoelectric Speaker circuit

#include <Servo.h>

// Include servo library

Servo sl;

// Declare left and right servos

void setup(){

// Built-in initialization block

sl.attach(13);

// Attach left signal to pin 13

sl.writeMicroseconds(1700);

// Left wheel counterclockwise

delay(2000);

// ...for 5 seconds

sl.detach();

// Stop sending servo signals

}

void loop() { }

// Empty, nothing needs repeating

[창의응용4]: 양쪽 바퀴가 움직이면서 제자리에서 빙

글 빙글 5초간 회전하도록 하시오.

3.3.4 시리얼 포트로 로봇 제어하기

스케치를 실행시키고 시리얼 모니터를 연 다음 ‘l’

키를 누르면 로봇이 왼쪽으로 2초간 회전을 한다.

Servo sl;

void setup() {

sl.attach(13);

// Attach left signal to pin 13

Serial.begin(9600);

}

void loop() {

byte ch;

if (Serial.available()) {

ch = Serial.read();

if(ch=='l'){

sl.writeMicroseconds(1700);

// Left wheel counterclockwise

delay(2000);

// ...for 2 seconds

}

}

sl.writeMicroseconds(1500);

// Left wheel stop

}

[창의예제5]: PC의 버튼이 f, b, r, l, d를 누르면 USB

로 연결된 로봇이 전진 f, 후진 b, 오른회전 r,

왼 회전 l, 춤추기 d를 하도록 스케치를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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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a) IR receiver circuit connect to pin10 and

pin 3, (b) Transmission circuit connect to

pin 9 and pin 2.

3.3.5 프로세싱 스케치 작성하기

ellipse(50,50,100,100);

void setup(){

}

void draw(){

ellipse(50,50,100,100);

}

void setup(){

fill(0,255,0);

}

int i;

void draw(){

background(255);

ellipse(50,i++,20,20);

if(i>100) i = 0;

}

Fig. 7. Moving ball.

[창의과제6]: 3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이 하늘에서 바

닥으로 내려오는 프로세싱 스케치를 작성하시오.

3.3.6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로봇 제어하기

iIGmport processing.serial.*;

Serial p; // Create object from Serial class

void setup(){

println(Serial.list());

String l = Serial.list()[0];

p = new Serial(this, l, 9600);

}

void draw() { } // Empty loop

void keyPressed(){

myPort.write(key);

}

[창의문제7]: 창에 도로를 만들고 네모 박스로 된 차

량을 마우스로 이동 시키시오. 이동을 따라 

ABOT이 작동 되도록 스케치를 작성하시오.

3.3.7 더듬이로 자율 주행하기

더듬이 2개를 스위치로 만들고, 더듬이가 물체나 

벽에 닿게 되면 로봇의 방향을 제어하여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다. 회로는 그림과 같다.

Fig. 8. The circuit for tactile.

[창의과제8]: 더듬이가 부딪힐 때 LED가 켜지고 삐 

소리가 나도록 스케치를 수정하자.

[창의과제9]: 속도를 더 빠르게 주행하면서 물체를 

감지하도록 스케치를 수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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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re-

sponse graph.

Fig. 10. Installing the IR transceiver circuit.

Table 5. Questionnaire items constitution

Categories Questions How many Types

Prior knowledge
Previously heard of a robotics class.

Previously heard of a programming class.
2

True / False

response

IT training for pleasure

Robotics is fun classes.

Programming is fun classes.

A new IT mission is fun for me

I was focused on class

4

5-point scale

Understanding of course

content for IT

I can explain about making a robot to friends.

I can explain about programming to friends
2

Explore attitudes

toward IT

I want to develop my own robot.

I want to develop my own program.

I had the will to do IT mission.

3

Enrichment IT

I want to learn more about robotics.

I want to learn more about programming.

I want to learn this stuff from now on.

I want to solve IT challenges more difficult.

4

Occupational interests for IT After graduation I want to work in IT-related work. 1

3.3.8 IR 송수신기로 자율 주행

[창의과제10]: 주어진 스케치로는 ABOT이 3면이 직

각으로 된 형태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이

를 탈출하는 스케치를 작성하자.

3.4 조교의 역할

조교들의 전공은 멀티미디어 박사, 교육공학과 4

학년,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으로 구성이 되고, 교육

공학 전공 조교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 교육과정 분

석 및 설문 조사를 담당하였다. 멀티미디어 박사는 

조립 및 회로의 오류 수정,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지도하였다. 소프트웨어 전공은 주 강사의 강의내

용 중에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설명해 주

고,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의 질문에 잘 응대해 주었다.

4. 교육의 분석 및 고찰

본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ICT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숲속 창의력 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미응답이 포함된 9명을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21명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령분포는 

만 13세에서 19세까지 이며, 평균 나이는 17.1세이다.

연구 대상 중 이전에 로봇이나 프로그래밍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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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responses

No Questions When 1
Poor

2
Below
Average

3
Average

4
Above
Average

5
Excellent Amount

2 Robotics is fun classes.
Before 1(4.8) 5(23.8) 8(38.1) 3(14.3) 4(19.0) 21(100)

After 0(0.0) 2(9.5) 3(14.3) 10(27.6) 6(9.5) 21(100)

3

I can explain about

making a robot to

friends.

Before 5(23.8) 6(28.6) 6(28.6) 2(9.5) 2(9.5) 21(100)

After 1(4.8) 4(19.0) 9(42.9) 6(28.6) 1(4.8) 21(100)

4
I want to develop my

own robot.

Before 5(23.8) 4(19.0) 5(23.8) 4(19.0) 3(14.3) 21(100)

After 2(9.5) 2(9.5) 6(28.6) 6(28.6) 5(23.8) 21(100)

5
I want to learn more

about robotics.

Before 4(19.0) 6(28.6) 7(33.3) 3(14.3) 1(4.8) 21(100)

After 1(4.8) 3(14.3) 7(33.3) 5(23.8) 5(23.8) 21(100)

7
Programming is fun

classes.

Before 2(9.5) 7(33.3) 9(42.9) 1(4.8) 2(9.5) 21(100)

After 0(0.0) 1(4.8) 6(28.6) 9(42.9) 5(23.8) 21(100)

8
I can explain about

programming to friends

Before 6(28.6) 6(28.6) 6(28.6) 1(4.8) 2(9.5) 21(100)

After 1(4.8) 9(42.9) 9(42.9) 1(4.8) 1(4.8) 21(100)

9
I want to develop my

own program.

Before 7(33.3) 1(4.8) 6(28.6) 4(19.0) 3(14.3) 21(100)

After 3(14.3) 3(14.3) 7(33.3) 3(14.3) 5(23.8) 21(100)

10
I want to learn more

about programming.

Before 8(38.1) 0(0.0) 6(28.6) 4(19.0) 3(14.3) 21(100)

After 1(4.8) 2(9.5) 6(28.6) 8(38.1) 4(9.5) 21(100)

11

After graduation I want

to work in IT-related

work.

Before 6(28.6) 4(19.0) 8(38.1) 3(14.3) 0(0.0) 21(100)

After 3(14.3) 2(9.5) 10(47.6) 4(14.3) 2(9.5) 21(100)

12
I was focused on class

After 1(4.8) 2(9.5) 6(28.6) 5(23.80 7(33.3) 21(100)

13
I had the will to do IT

mission.
After 0(0.00) 1(4.8) 7(33.3) 6(28.6) 7(33.3) 21(100)

14
A new IT mission is fun

for me
After 0(0.00) 3(14.3) 5(23.8) 7(33.3) 6(28.6) 21(100)

15
I want to solve more

difficult problems.
After 3(14.3) 2(9.5) 8(38.1) 1(4.8) 7(33.3) 21(100)

16
I continue to want to

learn these things.
After 0(0.00) 1(4.8) 7(33.3) 5(23.8) 8(38.1) 21(100)

경험한 학생은 6명, 경험이 없는 학생은 14명으로 조

사되었다.

4.1 연구 방법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IT에 대한 흥미와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11문항으로 이루

어진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실

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IT에 대한 심화

학습 및 동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

여 교육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진위응답과 5점 척도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평가도구는 학생들이 중 고등학생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즐거움, 이해, 탐구, 심화학습,

직업적 흥미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각 요소들에 추출

하여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Likert 척도와 진위형 문항이며 최종 완성된 문항은 

총 16문항이다.

4.2 연구 결과 및 분석

문항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번과 6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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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survey results

Categories No. When N S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IT training for pleasure

2
Before 21 67 3.19 1.17

-3.34 .003
After 21 83 3.95 0.92

7
Before 21 66 3.14 1.06

-4.93 .000
After 21 81 3.86 0.85

Understanding of course

content for IT

3
Before 21 53 2.52 1.25

-2.16 .042
After 21 65 3.1 0.94

8
Before 21 50 2.38 1.24

-1.36 .186
After 21 55 2.62 0.91

Explore attitudes

toward IT

4
Before 21 59 2.81 1.40

-4.07 .001
After 21 73 3.48 1.16

9
Before 21 58 2.76 1.48

-2.63 .016
After 21 67 3.19 1.37

Enrichment IT

5
Before 21 54 2.57 1.12

-3.97 .001
After 21 73 3.48 1.17

10
Before 21 57 2.71 1.52

-3.69 .001
After 21 75 3.57 1.08

Occupational interests

for IT
11

Before 21 50 2.38 1.07
-4.24 .000

After 21 63 3 1.14

Amount
Before 514 24.26

After 635 30.25

Average
Before 57.11 2.72

After 70.56 3.36

은 이전에 로봇이나 프로그래밍 교육을 경험한 학생

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다음에서 제외 된다.

표 6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IT탐구에 대한 

태도 5번 문항 “로봇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 응답

결과 평균이 2.57에서 3.48로 0.91점이 올라 가장 많

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번 문항 “프로그

래밍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 응답 결과 평균이 

2.71에서 3.57로 0.86점이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IT탐구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T교육

에 대한 흥미는 교육 전 보다 평균 0.74점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교육이 재미에

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더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의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8번 문

항은 0.24점 증가에 그쳤으며 3번 문항은 0.58점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이는 개발한 교육과정과 실행한 차

시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10시간 동안 학습해야할 

분량이 이전에 유사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들

의 수준에서 너무 많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넘어

갔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

다. 경험은 많이 했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차시를 추

가하고 주어지는 창의과제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자

신만의 아이디어와 개성이 담긴 로봇과 프로그램으

로 만들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다. IT탐구에 대한 태도와 IT에 

대한 직접적 흥미의 증가는 평균 0.55와 0.62로 미약

했으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했

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ICT 실습시간 중 탁월성을 보인 학생으로는 피에

조 스피커로 소리 만들기에서 2명이 선정되었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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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서 4명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

속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단기 ICT 교육을 위한 

HW, SW, 통신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결

과를 분석하였다. 참여한 30명은 프로그래밍이나 하

드웨어 실습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교육 참

가 후 흥미가 크게 향상 되었다. 이 교과과정은 H/W,

S/W 및 통신 관련 지적호기심의 자극과 창의성을 

함양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IT 관련 우수 재

능을 가진 학생이 6명이 선발 되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실습 과정을 이수하였고, 창의 과제 10개는 

96%가 완수 되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거워

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ICT에 대한 호기심

을 자극하는 목적을 이룬 교과 과정이 되었다. 교육

분석 결과 본 ITC 교육 과정은 일부 난이도를 제외하

면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 창의과제 9 및 10에 

대한 소프트웨어 적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추후 연구로는 이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4～5시

간으로 하는 것과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20시간 또는 

40시간용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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