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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중학교 정보교과가 필수로 지정된 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순차적

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학 역시 프로그래밍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두이노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로 아두이노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용성은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교육

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아두이노 호환 키트는 하드웨어 관련 지식 없이는 사용이 쉽지 않으며, 키트 설계 시 주어진 방

식 이외의 방법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아두이노 호환 키트가 가지는 문제점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키트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설계는 기존 키트에 비해 사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며 

하드웨어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설계는 특허로 등록되었

으며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키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ABSTRACT

With the curriculum revis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5, informatics was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secondary high school curriculum, and applied to elementary and high schools in order. In response to this trend, 
universities are also emphasizing programming education. Arduino is one of the famous tools for programming education, 
and the usefulness of it has been proven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However, existing Arduino-based kits are not easy 
to use with limited hardware knowledge. It is also difficult to expand the kits in a way other than that given in the 
original design. In this paper, proposed is a new kit design that can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e proposed 
design is superior to existing ones in usability and scalability, and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amount 
of prior knowledge. The proposed design is registered as a patent and development of a kit based on it is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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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프로그래밍은 단순하게 컴퓨터에서 실

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컴퓨터를 통해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사

용되는 프로그램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 및 사물인터넷과 맥

락을 같이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은 2014년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교과과

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이 발표

되면서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의 정보교과가 

필수교과로 지정되었고, 중등교육에서 정보교과의 4번
째 단원으로 피지컬 컴퓨팅 내용이 포함되었다[1]. 피지컬 
컴퓨팅은 뉴욕대학의 ITP(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자연 또는 인간에게서 오는 물리적

인 정보를 처리하여 그 결과에 대응하는 출력을 다시 물

리적인 형태로 출력하여 자연 또는 인간과 상호작용하

는 컴퓨팅을 가리킨다[2]. 정보교과에서 흔히 컴퓨터로

만 이루어지는 코딩(좁은 범위의 프로그래밍)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프로그래밍인 피지컬 컴퓨팅(넓은 범

위의 프로그래밍)이 도입된 것은 프로그래밍 교육이 문

제 해결 및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과 더불어 기존의 로봇 교육이 학

생들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 및 학습 참여 태도 측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3-4].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가 아두이노다[5-6]. 아두이노는 예술가들을 위한 

오픈 소스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쉬운 사용법으로 인해 대표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관

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아두이노는 하

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이 프로그래밍 교육에도 적합하므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아두이노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두이노를 활용

한 다양한 교육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7-9]. 또한, 아두

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도구 개발에 관한 다수의 연

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10-13]. 하지만 아두이노를 교육

에 사용하는 경우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도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코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

으로 기존의 아두이노 기반 학습용 키트는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아두이노 기반 키트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모듈 기반의 학습용 키트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설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에 객체

지향 기법을 적용하여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모듈 사이 

연결이 간단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연결된 모듈을 제어하기 위

한 코드를 동일한 인터페이스 함수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성(usability)을 개선하였다. 모
든 모듈이 같은 방법을 통해 연결되고 코드 작성 방법 

역시 유사하므로 누구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듈

을 제작할 수 있어 확장성(scalability) 역시 개선되었으

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 다양

한 수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설계는 특

허 등록[14]을 통해 그 차별성을 인정받았으며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키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프로그래

밍 교육에서 사용되는 아두이노 호환 키트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기존 키트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키트 설계를 제안하며,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은 4장에서 언급한다.

Ⅱ. 프로그래밍 교육 도구 분석

2.1. 아두이노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

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여 쉽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피지컬 컴퓨팅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교

육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두이노는 프로토

타입 제작 과정을 통해 손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중요시

하므로 컴퓨터만을 사용하는 기존 프로그래밍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6]. 아
두이노가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이면서 프로그래밍 교

육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두이노가 예술가와 디자

이너를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접근성과 사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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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아두이노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두이노가 프로그래밍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는 또 다른 이유라 하겠다.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은 단편적인 지식을 벗어나 문제 해결에 필

요한 구조화되고 통합된 지식기반을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필요한 지식을 탐색함으로써 적

극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

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엔지니어

링 교과목은 물론 프로그래밍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다

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15-17].

2.2.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문제점

프로그래밍 교육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호환 키트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1) 아두이노 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 (2) 아두이노 보드와 입출력장치를 하나

의 보드로 만든 유형, 그리고 (3) 입출력장치를 모듈 형

식으로 제작하고 통일된 연결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

록 만든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용 키트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하드웨

어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1-(a)와 같이 아두이노 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입

출력장치는 서로 다른 수의 핀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통

신 방식을 통해 연결되므로 각 입출력장치의 하드웨어 

명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드웨어 

의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림 1-(b)와 

같이 입출력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일체형 보드를 사용

하는 것이다. 일체형 보드의 경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없이도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 있

지만, 보드 디자인 시에 활용 방법이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코딩 중심의 교육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피

지컬 컴퓨팅을 위한 도구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림 

1-(c)와 같은 모듈 형식의 경우 입출력장치 제어를 위해 

공통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한다. 모듈 형식의 경우 필요

한 입출력장치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결 방식

이 통일되어 있어 연결이 쉽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하지

만 간단한 입출력장치만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흔히 사용되는 모든 입출력장치를 모듈 형식으로 제작

할 수는 없다. 

(a) Arduino board

(b) Custom board with built-in I/O devices

(c) Arduino compatible board with modular I/O devices
Fig. 1 Educational Kit for Programming

Table. 1 Comparison among existing kits and proposed 
design

Type Diversity Connectivity Dependency

Arduino
board ○ × ×

Custom
board × × ○

Modular
board △ △ △

Proposed
Design ○ ○ ○

(○ : Satisfied, △ : Neutral, × : Dissatisfied)

기존 키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입출력장치의 다양성

(Diversity), 입출력장치 연결의 용이성(Connectivity), 
하드웨어 관련 사전 지식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3가지 유형 중 모

듈 방식의 키트가 모든 점에서 합리적인 사용이 가능하

지만 다양한 입출력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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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 새로운 키트 

설계를 제안한다.

2.3.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문제점

기존 키트를 위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크게 아두이노 

방식과 스크래치 방식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두이

노 방식의 경우 C/C++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

성하는 방법이며, 스크래치 방식의 경우 끌어놓기 방식

의 블록 코딩을 사용한다. 블록 코딩의 경우 전용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블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코드 

역시 C/C++ 코드로 변환되어야 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C/C++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고려한다.
C/C++ 언어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의 문

제점 역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같다. 즉, 입
출력장치에 따라 제어하는 방식이 다르고 따라서 작성

해야 하는 코드의 형태 역시 달라지므로 코드를 작성하

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는 C/C++ 언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통일된 방식으로 모든 입출력장치를 제어할 수 

있고, 수준별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제안한

다. 이는 기존 아두이노 함수를 활용하여 전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작성함으로써 가능하다.

Ⅲ. 교육용 키트 디자인

3.1. 요구조건

기존 키트를 교육용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은 하드웨어 의존성이 강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반

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의존성은 프

로그램 작성에서도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다른 절차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이러

한 기존 키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제

안하는 설계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모듈 형식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② 모듈의 종류는 메인 모듈과 입출력장치에 해당하

는 확장 모듈로 구분되며 모든 모듈은 아두이노

와 호환되어야 한다.
③ 메인 모듈에 모든 확장 모듈은 하나의 통일된 방

법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여러 개의 확장 모듈을 메인 모듈에 연결할 수 있

도록 직렬 및 병렬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⑤ 확장 모듈은 연결하는 순서와 무관하게 동일한 

동작을 보장해야 한다.
⑥ 모든 확장 모듈에 대한 제어는 connect, read, 

write 등의 공통 인터페이스 함수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⑦ 확장 모듈 및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

터페이스는 다른 입출력장치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요구조건에서의 핵심은 하드웨어의 모듈화와 소

프트웨어 모듈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제안하는 설계에

서는 I2C 통신을 통한 모듈 설계와 객체지향 기법을 사

용하는 라이브러리 구성을 사용한다.

3.2. 하드웨어 디자인

(a) Parallel connection

(b) Serial connection
Fig. 2 Module connection diagram

하드웨어 모듈화를 통해 메인 모듈과 확장 모듈은 그

림 2와 같이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림 

1-(c)의 키트 역시 병렬연결을 지원하지만, 병렬연결은 

모듈 수에 따라 필요한 핀 수가 증가하여 많은 모듈을 

연결하는 경우 연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

안하는 설계에서는 직렬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직렬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결선을 공

유할 수 있는 통신 방식과 통신을 담당할 전용 제어기가 

필요하다. 연결선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 방법에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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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선을 사용하는 I2C(Inter-Integrated Circuit) 통신

과 1개의 연결선을 사용하는 1-Wire 통신 등이 있다. 이 

중 1-Wire 통신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고 아두이노에

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통신 방식이므로 제안하

는 설계에서는 I2C 통신을 기본으로 한다. 
통신을 전담하는 제어기는 I2C 통신을 통해 메인 모

듈과 확장 모듈 사이의 데이터 중개 임무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설계에서는 모든 모듈이 아두이노 우노와 호

환되고, I2C 주소의 설정을 자유로우며, 하드웨어 종속

적인 코드 역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든 모듈에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포함시켜 설계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설계에서의 메인 및 확장 모듈의 기

본 구성을 나타낸다. 직렬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모

듈은 2개의 I2C 커넥터를 가지며, 메인 모듈은 연결의 

시작점으로 1개의 I2C 커넥터만을 가진다. 

(a) Main module

(b) Expansion module
Fig. 3 Module design

제안하는 모듈 구성은 모든 모듈을 4핀의 I2C를 통해 

직렬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모듈을 연결하는 순서

와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으므로 연결이 직관적이고 간

단하다. 메인 모듈은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책임지며 하

드웨어와 무관한 코드를 사용하므로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하드웨어 종속적인 코드는 확장 

모듈 내에 미리 설치된 펌웨어가 담당하며, 확장 모듈을 

위한 코드와 확장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코드는 라이브

러리로 제공된다. 모듈을 위한 I2C 주소는 소프트웨어

로 결정되므로 동일한 모듈의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I2C 주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듈의 수를 확장할 

수 있는 등 확장이 쉽다.

3.3.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디자인

제안하는 설계의 모듈을 위한 프로그램은 객체지향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객체지향 기법의 장점 중 

하나는 추상화이며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함수 역시 

저수준의 마이크로컨트롤러 제어 함수를 추상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하드웨

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확장 모듈을 위한 

코드는 하드웨어 종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설

계에서는 하드웨어 종속적인 코드를 객체 기반의 클래

스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하드웨어와 무관한 코드만

을 메인 모듈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드웨어 계층을 추상

화하였다. 이러한 코드 분리를 통해 초급 프로그래밍 교

육에서는 메인 모듈을 위한 프로그래밍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급 이상에서는 확장 모듈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 

#include “FRUTO_TextLCD.h”

FRUTO_TextLCd myLCD;

void setup() {
FRUTO.begin(); // start library
myLCD.connect(); // connect a text LCD

// write a text message to the text LCD
myLCD.write(0, 0, “Hello World.”);

}

void loop() {
}

Fig. 4 Code example for a main module with a text 
LCD module

그림 4는 메인 모듈을 위한 코드의 예로 텍스트 LCD
의 지정한 위치에 지정한 문자열을 표시한다. 실제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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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LCD를 제어하는 코드는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저수

준의 코드가 필요하지만, 이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통

해 제공되고 확장 모듈에 미리 설치되어 있으므로 

connect와 write 함수만으로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 

3.4. 제안하는 키트 설계의 특징

제안하는 키트 설계는 기존 키트의 분석을 통해 도출

된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메인 모듈과 확장 모듈로 이루어지는 모듈 형식

을 따른다.
② 모든 모듈에는 시스템 또는 입출력장치 제어를 

위한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포함하므

로 각 모듈은 아두이노 우노와 호환된다.
③ 모든 모듈은 I2C 통신을 통해 4핀의 공통 커넥터

로 연결된다.
④ 메인 모듈은 1개, 확장 모듈은 2개의 I2C 커넥터

를 포함하고 있어 직렬연결을 지원한다.
⑤ 모듈은 I2C 주소에 의해 구별되므로 연결 순서와 

무관하게 동작한다.
⑥ 확장 모듈의 제어는 전용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

루어지므로 메인 모듈에서는 connect, read, write 
등의 추상화된 공통 함수를 사용하여 확장 모듈

을 제어할 수 있다.
⑦ 확장 컨트롤러를 통해 I2C 통신 및 입출력장치 제

어가 이루어지므로 확장 모듈 제작 및 메인 모듈

과의 연결이 쉽다.
⑧ 초급 사용자는 메인 모듈을 위한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구현, 중급 사용자는 입출력장치 제어 방

법, 고급 사용자는 커스텀 모듈 설계 및 제작 등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제안하는 키트 설계를 기존 키트와 비교했을 때 하드

웨어 측면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하드웨어 의존성을 낮

출 수 있다는 점이다. 공통의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

결 순서와 무관하게 확장 모듈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하

드웨어에 대한 이해 없이도 필요로 하는 추상적 기능에 

따라 모듈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결의 편리성이 

큰 장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 키트들을 사

용한 교육에서는 연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로 인해 다양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include “FRUTO_LEDMatrix.h”

FRUTO_LEDMatrix myMatrix;

void setup() {
FRUTO.begin(); // start library
myMatrix.connect(); // connect a LED matrix

// write a number to the LED matrix
myMatrix.write(8);

}

void loop() {
}

Fig. 5 Code example for a main module with an LED 
matrix module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장점은 작성해야 하는 코드 

길이가 짧고 모듈과 무관한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사용

한다는 점이다. 텍스트 LCD를 제어하는 경우 아두이노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안하는 설계를 사용하는 경

우 작성해야 하는 코드의 길이는 거의 같지만, 8개 LED
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약 50%, 8×8 LED 매트릭스를 사

용하는 경우 약 25% 등 하드웨어 종속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할수록 작성해야 하는 코드가 줄어드는 비율은 높

아진다. 또한, 그림 5와 그림 4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확장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코드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하드웨어의 기능을 추상화한 

계층에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므로 하드웨어와 독립

적인 코드가 사용되고 따라서 모듈 종류와 무관하게 동

일한 제어 구조를 가지는 동일한 길이의 코드를 사용하

여 제어할 수 있다.

Ⅳ. 결 론

프로그래밍 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프로그래밍 교육

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래밍 교육 도구로서의 아두이노

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두이

노 키트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 지식이 필요하여 사용이 

쉽지 않고, 설계 당시 고려된 대상 이외의 대상을 위한 

학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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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기존 키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로운 키트 설계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설계는 모듈 형식

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전용 제어기를 통해 I2C 통신

을 사용함으로써 연결과 새로운 모듈 제작이 쉬워 사용

성과 확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상화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통일된 방법으로 다양한 입출력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식 키트는 프로그래밍 교육 

이외에도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직접 개발하는 과정 역

시 설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듈식 구성은 특허 등록을 통

해 기존 키트들과는 차별성을 인정받았으며, 등록된 특

허를 사용하여 키트를 개발 중에 있다.
제안하는 키트 설계가 기존 키트들에 비해 사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나고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것은 장점이

지만, 모든 모듈이 ATmega328을 포함하고 있어 모듈 

설계의 복잡도가 높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객체지향 방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스크래치 등 블록 코딩 도구와의 연결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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