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447

●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를 제

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Lee(2020)의 저비용 마이크로컨트롤러 적용 교수학습 모형에 기반하여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체험 프로그래밍 2종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프로

그램은 ‘아두이노 음악 연주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각 7개와 8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중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중학생들은 매크로, 반복문, 배열, 함수 등의 C 

프로그래밍 내용 요소를 체험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내에 

프로그래밍을 온라인 환경하에서 체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검증된 설문지와 

구체적인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본 개발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Arduino programming), 자유학기제(free semester), 

C 프로그래밍(C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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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는 불과 수 십 여년 사이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이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시간에 공교육 체계를 완성시킨 

교육 정책의 추진과 자신은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자식만은 교육시

키고자 하였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를 일컫을 때에는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의 키워드가 항상 상존해 왔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부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해야만 하기 때문이며, 이들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타 학생들보다 탁월한 차이가 있는 성취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체제는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매년 입시제도를 바꾸고 수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중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중학생 역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중학교에서도 한 줄세우기

식의 비교 경쟁 평가가 수행되어져 왔다. 결국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나 고등학생 보다 자신의 ‘꿈’이나 ‘목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꿈이나 끼를 찾아 탐색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서도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실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의 일환으로 학과의 시설 및 교육 내용을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체험 시키는 프로그램을 공모하였다. 연구자는 2019년부터 해당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자율학기제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과의 시설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내에 중학생들이 연구자의 학과에 대한 여러 

체험 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이 이공계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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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목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실제 프로그

래밍의 과정을 중학생들에게 체험시켜 보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과목을 수강한 예비 

교사들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방법

으로 실제 소스 코드를 단계별로 작성해 보는 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종의 프로그램은 Lee(2020)의 저비용 마이크로컨트롤러 

교수학습 모형에 의해 개발하였으며[1], 이 연구에서는 개발 프로그램

의 구성,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 프로그래밍 교육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및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연구로, 이 연구의 결과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Method

이 연구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Lee(2020b)의 저비용 마이크로컨트

롤러 기반 교수학습 모형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모형으로[Fig. 1], 아두이노와 같은 저비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절차 및 각 단계별 수행 

내용을 소개한 모형이다.

Fig. 1. Low-cost microcontroller-bas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proposed by Lee (2020, p.923)[1]

연구자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아두이노 음악 연주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자동차 만들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한 원래의 목적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C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학부생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구자가 수 년간 C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해오

면서, 학습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Fig 1.의 절차에 따라 총 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적용 절차는 다음절에서 서술하였다.

III. Result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료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다.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적용될 재료들을 

키트화 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준비하였다. 예를 들어, Fig 2.a는 아두이노 자동차에서 

사용할 앞바퀴 역할을 하는 3D 출력물이며, Fig. 2.b는 레이저 커팅기

를 이용하여 커팅해 놓은 아두이노 자동차의 본체 MDF판이다. Fig. 

2.c는 준비된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Fig. 2.d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재료를 개인별 팩에 담아 놓은 사진으로, 프로그램 적용 중학생

들에게는 이 팩을 개인당 1개씩 배부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15명)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의 수업

에서 먼저 적용되었다. 예비 교사들에게도 사전 준비한 재료가 사전 

배부되었다. 수업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C 프로그래밍의 내용 중 배열, 반복문, 함수 등의 

내용을 배운 후 해당 내용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수업 수강한 예비 교사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래밍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할 강사 7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7명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매주 2회씩 프로그램

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프로그램은 교수의 학과 소개 및 

학과 장비 소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체험할 실습 재료의 제작 과정 등을 안내한 후 예비 교사들이 3~5명의 

중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진행 방법에 

대해 예비 교사들에게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수업을 담당할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그 동영상 강의 컨텐츠는 

예비 교사들이 적용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시하거나 수업의 

진행 내용을 연습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개발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적용 

대상 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 중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확보된 학교였다. 프로그램의 1차 적용은 아두이노 음악 연주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대전 00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차 적용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연구자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할 예비 교사 

2명이 적용 대상 학교를 방문하였고, 25명의 중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며, 

온라인 상에서는 나머지 예비 교사 5명은 각자의 집에서 수업을 

준비하였으며,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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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gram application example

a 

b 

c

Fig. 3. Program application example 1

연구자는 실습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이어폰, 웹캠)를 직접 중학교

로 가져가서 학생 개인별로 배부하였다. 프로그램은 먼저 연구자의 

전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소개 및 특강을 실시하였고, 이후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 교사 5명에게 각 학생들을 소그룹방으로 

배분하였다. 소그룹방에서는 예비 교사 1명 당 5명의 학생을 개별적으

로 프로그래밍 체험 관련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때 현장에 있는 연구자 

및 2명의 예비 교사가 수업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Fig. 

3).

프로그램의 2차 적용과 2차 적용과 3차 적용은 서울 00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각 24명과 2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차 적용에서는 아두이노 음악 연주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에 실시하였으며, 3차 적용은 

아두이노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월 28일에 실시하였

다. 연구자는 사전에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택배를 이용하여 적용 

대상 학교로 발송하였으며, 적용 대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로 재료를 지급한 상태였다. 프로그램은 교수 및 예비 교사에 의해 

온라인 실시간 수업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예비 교사 1명 당 3~5명의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450

IV. Result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학생을 대상으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를 제시하는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음악 연주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 2종이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각 7개와 8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학교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매크로, 반복문, 배열, 함수 등의 

C 프로그래밍 내용 요소를 체험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내에 

프로그래밍을 온라인 환경하에서 체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

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주제는 약 2년에 걸쳐 연구자의 수업,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사 대상 연수에서 적용해 본 

내용이다. 강의를 수강한 학습자들은 개발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주제

로 짧은 시간 내에 프로그래밍의 실제 활용 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적용 후 간단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검증된 설문지

와 구체적인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본 개발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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