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471-476,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71 -

* 정회원,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학사과정(제1저자)

** 정회원,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12월 11일, 수정완료일: 2020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5일

Received: December 11, 2019 / Revised: December 21, 2019

Accepted: January 05, 2020

**Corresponding Author: kanghee.lee@ssu.ac.kr

Global School of Media, Soongsil Univ, Korea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두이노를 활용한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설계

Design of Embodiment-based Programming Education using Arduino 
for Middle School Students

엄현영*, 이강희**

Hyun-Young Eom*, Kang-Hee Lee**

요 약 본 논문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과정 진행 전과 후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아두이노는 프로세싱 언어에서 사용하는 IDE를 통합한 오픈소스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저비용(low-cost)이며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와 실제적 체현성 때문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교육 자료이다. 이후 설문 조사

를 통해 중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필요성 인지 변화 및 사고능력 증진에 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1차수 당 8주 씩 진행하여, ‘16년부터 ’17년까지 2

년간 112명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결과이다.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론 교육 및 체현 기반 실습 교육으

로 진행하였으며, 체현기반 실습 교육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RC카 만들기, 아두이노 쿼드로터 드론 만들기를 진행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지, 필요성 및 프로그래밍 교육이 사고력 증진에 유효한가를 학생들 주관적인 지표로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주요어 :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교육, 고차원 사고, 체현, 중학생

Abstract We propose an practical embodiment-based programming training course for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rduino and conduct survey before and after the curriculum. Arduino is an open source physical 
computing platform that integrates the IDE used in processing language. It is a low-cost, relatively simple I/O 
interface compared to other platforms, and because of its practical formability, it is educational material suitable 
for programming. Subsequent surveys will provide feedback on changes in cognition of programming needs and 
improvement in thinking skills.
In this study, the program based on embody-based programming using Arduino was conducted for 8 weeks for 
each first grade, and 112 middle school students for two years from '16 to '17.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the training wa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ultrasonic sensor to the RC car and the 
preparation of the adduction quadrotor dr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at the recognition, 
necessity, and programming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re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inking 
ability through the program based on embody-based programming using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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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IT분야는 전 세계적

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IT산업 발전에 기본이 되는 프

로그래밍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인도 등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핵심 개혁 과제로 여기고

타국의 흐름에 발맞추어 중·고등학생들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맞추어 입출력 방식이 간단하

여 프로그래밍 후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며 익힐 수

있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체현기반 교육을 중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설계 했으며, ‘16년부터 ’17년

까지 2년간 112명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한다

[2]. 프로그래밍 교육은 1차수 당 8주차로 수업을 진행

했으며, 2주차와 3주차에는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이

해를 돕기 위해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4주차부터 8주

차까지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RC카 만들기와 드론 제

작 수업을 진행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RC카와 드론을 구현하는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

밍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전과 후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의 필요성 인지와 교육 후 사고 증진에 유효

함을 확인한다 [3].

Ⅱ. 관련 연구

1.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컨

트롤러로 AVR기반의 보드와 이와 관련된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스위치, 버튼, 여러 가지 센서 등을

통해 입력신호를 받으면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

로 프로그래밍 하여 LED, 모터 제어 등을 함으로써 주

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

다. 또한 보드를 직접 조립, 배선할 수 있고 다른 사용

자가 공개한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초보자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다 [4].

2.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 RC카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 RC카는 RC카가 전진 방향으

로 구동 중 장애물이 감지되면 좌,우의 방향 중 랜덤값

을 받아 피해가도록 설계한다.

그림 1. 초음파 센서 RC카 회로 및 코드

Figure 1. Ultrasonic Sensor RC Car Circuit and Code

그림 1과 같이 RC카의 구성요소들은 아두이노 우노

(Arduino Uno) 보드, 모터 드라이버(L298N), DC모터 2

개, 초음파 센서(HS-SR04), 스위치, 건전지 홀더로 구

성된다. 초음파 센서를 통해 물체에 닿기까지의 시간과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미리

입력해둔 범위 내에 물체가 감지되면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해 좌, 우 방향으로 이동 경로를 바꿔 충돌하지 않

게 프로그래밍 한다. 또한,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좌, 우

방향 제어는 랜덤 값을 받도록 한다.

3. 아두이노 드론

아두이노 드론은 쿼드로터 드론을 사용한다. 아두이

노 프로 마이크로 보드, 관성측정센서 (MPU-6050), 블

루투스 4.0 모듈, 드론 기어 프레임 모터로 구성된다.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기타 제어장치

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쿼드로터 드론의 원리는 4

개의 기어 프레임 모터를 제어하여 드론의 방향과 고도

를 제어한다. 드론의 4개의 날개에서 인접한 부분은 서

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된다. 인접한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여 이에 따라 발생되는 반토크가

상쇄되어 동체가 회전하지 않고 방향으로 뜨게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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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프로펠러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동체가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되고, 속도에 따라 고도를 제어할

수 있다 [5].

그림 2는 비행하는 동체의 자세를 의미하는 각도를

롤(Roll), 피치(Pitch), 요(Yaw)로 나타낸 것이다. 롤

(Roll), 피치(Pitch), 요(Yaw)는 동체의 무게중심을 기준

으로 그 중심을 통과하는 축에서 각각 90º의 각을 이루

게 되는 축이다. 롤(Roll)과 피치(Pitch)는 동체의 진행

방향에서 중력방향을 기준으로 얼마나 기울어 졌는가

를 나타내는 값으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그

값을 제어할 수 있다[6]. 롤(Roll)은 진행방향에서 좌우

로 움직이는 값으로, 피치(Pitch)는 진행방향에서 수직

으로 움직이는 값을 나타낸다. 요(Yaw)는 무게중심 점

에서 중력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수

의 좌우 운동을 나타낸다.

그림 2. 동체의 비행 원리 [5]

Figure 2. Principle of Flight of a Body

각각의 프로펠러를 제어하여 쿼드로터 드론의 방향

제어를 그림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살표의 검은 부

분은 속력제어를 강하게, 흰 부분은 속력제어를 약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각 프로펠러의 속력을 제어하여

(a), (b)는 수직상승운동, 수직하강운동을 나타낸 것이

다. (c)와 (d)는 요(Yaw) 운동을 나타낸 것으로 프로펠

러의 속력을 제어하여 (c)는 동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d)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제어한다.

(e)와 (f)는 롤(Roll) 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체가 움

직이는 방향에서 좌우 방향을 제어한다. (e)는 왼쪽의

프로펠러의 속력을 올려 우측으로 이동, (f)는 오른쪽의

프로펠러의 속력을 올려 좌측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한

다. (g)와 (h)는 피치(Pitch) 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

방이동과 후방이동을 제어할 수 있다. (g)는 쿼드로터

드론에서 아래 방향 2개 프로펠러의 출력을 올려 전방

으로 이동, (h)는 윗 방향 2개 프로펠러의 출력을 올려

후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6].

그림 3. 쿼드로터 드론 원리

Figure 3. Quadrotor Drone Principle

Ⅲ.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설계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은 중학교 1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1주차당 주 1회 2시간, 총 8주차로

수업을 구성한다. 8주차 동안 수업의 교육과정은 그림

4의 과정으로 진행 한다 [7].

1. 교육 과정

설계된 교육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주차 : 오리엔테이션으로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의 진행방향 설명 및 교육 전 설문조사 실시

2주차 : 4차 산업혁명과 IT룰 주제로 교육 및 향후

IT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싶은 제품설계 및 토론

3주차 : 아두이노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교육을 실시

하고 LED와 센서들의 작동원리 이해, 초음파 센서

RC카 및 드론의 원리 이해

4주차 : 나무막대를 활용하여 초음파 센서 RC카 외

부 설계 및 디자인

5주차 : 초음파 센서 RC카 내부 설계

6주차 : 초음파 센서 RC카 체현 및 구동 실습

7주차 : 아두이노 드론 설계 및 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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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아두이노 드론 리페어 및 구동 실습,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

그림 4. 아두이노 활용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

Figure 4. Embodiment-based Programming Curriculum

using Arduino

2. 설문 조사

그림 5. 설문조사 표

Figure 5. Survey table

교육 전과 후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에 대한 인지,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요성 및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이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를 학

생들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측정한다 [8]. 설문

조사를 통해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이 학

생들의 사고능력 증진에 있어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필

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9-11].

Ⅳ.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적용 및 설문 조사 결과

1. 교육적용

아두이노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은 서울 소재지

중학교 2곳에서 교육을 적용했다. ‘16년과 ’17년에 2년

간 112명의 학생을 5차수로 나누어 진행했다.

1주차 :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학생들을 4~6명으로

조를 나누고 수업진행 방향을 설명한다. 교육 전 설

문조사를 실시한다.

2주차 : 4차 산업혁명과 IT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

고 학생들이 향후 IT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싶은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토론한다.

3주차 : 아두이노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버튼과 초음

파센서를 이용해 여러 센서들의 입출력 값을 활용해

제어한다. 초음파센서 RC카와 아두이노 쿼드로터 드

론의 원리를 이해한다[그림 6].

4주차 :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체현할 RC카 설계

도면을 디자인하고 나무막대를 사용해 구체적인 외

부를 제작한다[그림 6].

그림 6. 설계 및 제작

Figure 6. Design and Manufacture

5주차 : 초음파 센서 RC카의 내부를 설계하고 회로

도를 연결한다. 4주차에 제작한 자동차 외부와 비교

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사고한다.

6주차 : 외부 디자인과 내부 설계한 부분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자신의 RC카를 제작한다. 아두이노 프로그

래밍을 통해 RC카의 속력 및 센서를 제어하고 구동

실습을 진행한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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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로그래밍 및 구체적 체현

Figure 7. Programming and Specific Embodiment

7주차 : 아두이노 드론을 설계하고 체현한다. 외부

제어장치를 이용해 구동 테스트를 한다 (그림 8).

8주차 : 아두이노 드론의 결합부분의 문제 발생 시

리페어를 하고 구동 실습을 진행한다. 구동 실습을

진행한 후 교육 후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육 전과 교

육 후의 변화추이를 확인한다.

그림 8. 쿼드로터 드론 체현 및 실습

Figure 8. Quadrotor Drone Embodiment and Practice

2. 설문 조사 결과

항목

교육 전 교육 후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이

무엇인지 아는가?
41.5% 58.5% 75.8% 24.2%

프로그래밍 교육이

필요한가?
41.5% 58.5% 83.3% 16.7%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이 사고력 증진

에 도움이 되는가?

27.7% 82.3% 69.4% 41.7%

표 1. 교육 전과 후 설문조사 결과 표

Table 1. Results of Pre- and Post-Training Survey Table

설문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설문조사를5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매우 높음’과 ‘높음’은 ‘그렇다.’로 ‘보

통’, ‘낮음’, ‘매우 낮음’은 ‘그렇지 않다.’로 구체화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측정한다.

그림 9. 교육 전과 후 설문 조사 결과

Figure 9. Results of Pre- and Post-Training Survey

그림 9의 막대그래프는 교육 전과 교육 후의 결과에

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을 표시한다. 프로그래밍의

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무엇인지

아는가?` 질문의 답변은 교육 전 ‘인지한다.’의 전체 대답

은 평균 41.5%, ‘인지하지 못한다.’는 58.5%로 나타난다.

교육 후의 변화는 ‘인지한다.’는 75.8%, ‘인지하지 못한

다.’는 24.2%로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프로그

래밍 교육의 인지가 34.3%증가 했으므로 유효하다.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로 ‘프로그래밍 교

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전 결과

는 ‘유효하다.’가 41.5% ‘유효하지 않다.’가 58.5%이다.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는 ‘유효하다.’가 83.3% ‘유효하

지 않다.’가 16.7%로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요성이 ‘유효

하다.’가 41.7% 상승했으므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이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교육 전 ‘사고력 증진에 도

움이 된다.’는 답변이 27.7%,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

변이 82.3%로 나타난다. 교육 후 ‘사고력 증진에 도움

이 된다.’는 답변은 69.4%,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6%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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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증가했다. 사고력 증진은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했지만, 증가된 수치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유효

하다. 위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아두이노를 활용한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학습

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지, 필요

성, 사고력 증진에 통계적으로 확연한 증가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

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두이노

체현 기반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을 설계하고 적용한다.

프로그래밍 교육을 컴퓨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RC카 만들기 과정과 드론 만

들기 과정을 진행하여 체현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중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필요성 인

지 변화를 측정하고,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이 사고

능력 증진에 주관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두이노 체현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은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필요성, 인지 및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사고능력 증진에 유효함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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