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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역량 함양을 위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

팅 시스템영역에서 각각 프로그래밍 교육과 피지컬 컴퓨팅을 편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알 수 있었지만 연구

의 편차로 인해 피지컬 컴퓨팅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크기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관련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의 동향 및 효과 분석 연구의 부분으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 및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아두이

노(Arduino), 스크래치(Scratch), 연구 동향(Research Treand)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는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과 프로그래밍’ 영역에는 프로그래밍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팅 시스템’ 

영역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을 편성하였다[1].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에 확장하여 센서 및 엑츄에

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2]. 선행연구에서도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포함한 교육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교육보다 문제해결 및 진로직업 영역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 논리적 

사고력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연구도 있었다[4]. 그러므로 피지컬 

컴퓨팅은 정보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지컬 컴퓨팅의 학습 효과에 대한 효과 크기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2][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학습효

과 분석의 부분 연구로서 피지컬 컴퓨팅 교육 관련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국내 학술지 논문 및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

였다. 검색 대상은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교육관

련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중복을 배제한 후 총 28편의 논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도별 연구 빈도

피지컬 컴퓨팅 교육 연구의 연도별 연구 빈도는 Table 1과 같다. 

수집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4년 까지는 연간 1~3건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이후로는 연간 5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1 - 1 - -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 3 6 10 5 28

Table 1. 연도별 연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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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지컬 컴퓨팅 도구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사용 현황은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총 28건의 연구 중에서 15건의 연구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나 1건 또는 

2건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아두이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아두

이노

엔트리

보드

엘로

보드

로코

보드

피코

보드
Bitblick

15 1 2 2 2 1

스크래

치보드
아띠

햄스터

로봇

로보

로보
RCK 계

1 1 1 1 1 28

Table 2. 프로그래밍 교구의 종류

3.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현황은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

이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한 언어는 스크래치로 28건 중 총 15건의 

연구가 스크래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두이노의 

자체 언어인 아두이노 스케치가 7건의 빈도를 보였다. 그 밖의 다른 

언어는 2건 내지 1건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스크래치
아두이노 

스케치
앱인벤터 엔트리

15 7 2 1

코드블록 로직 C 언어 계

1 1 1 28

Table 3.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IV. 결론

분석결과, 피지컬 컴퓨팅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연구는 2013년

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도구 및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두이노와 스크래치를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두이노가 피지컬 컴퓨팅 교육연구에서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도구들 보다 여러 종류의 센서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2][3]. 또한,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 교육 연구 및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교육 연구에서 

충분히 학습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 교육 연구에서도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5].

추후 피지컬 컴퓨팅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연구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별 연구현황, 학습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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