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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모터와 센서를 제어하고 무선통신 까지 지원하는 LEGO MINDSTORMS Education EV3의 다양한 센서를 활

용하여 창의융합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키워드: 센서 (sensor), 로봇(robot), 창의융합교육 (Creative fus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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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로봇 교육은 로봇의 메커니즘을 기초로 한 기계, 전원과 전기적 

회로와 관련된 전기,센서 및 여러 가지 전자 부품, 전자 회로의 전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디지털의 기초 등 기초적인 이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능성과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1]. 미국에서

는 창의융합교육에 Arts(예술)을 포함한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는 

STEAM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2].우리나라는 초․중등 학교현장에서 

STEAM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학습내

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일환으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예전과

는 다르게 토의․토론 수업, 협동학습 등의 학생중심 활동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과학 과목에서는 과학흥미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3-7].본 

논문에서는 레고 마인드스톰(EV3)를 활용한 창의융합교육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II.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그림 1, 2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창의융합교육방식의 연구를 

위한 중학생의 로봇청소기 시스템 설계도와 그림1의 설계도를 EV3를 

활용하여 제작한 로봇청소기이다. 

Fig. 1. Robot Vacuum Cleaner System Design

Fig. 2. ev3 robot cleaner

미디움 모터를 이용하여 빗자루가 자동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하였

다. 기존 빗자루를 개조하여 만든 원형 빗자루를 미디움 모터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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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미디움 모터는 반시계, 오른쪽 미디움 모터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쓰레받이에 쓰레기를 쓸어넣도록 설계, 제작 하였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레고마인드스톰 EV3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융합교육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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