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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소프트웨어 교육은 현대사회의 필수 교육으로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및 지원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활동 중단에 따른 비대면 

교육의 한계로 교육 취약 계층과 영재 교육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에 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별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 없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에듀테크와 통합된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큐브 형태의 모델링이 가

능한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타다크래프트를 기반으로 교육 소외 계층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

럼을 제안한다. 3D 모델링을 구현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성과와 흥미를 획득할 수 있고, 공간 확

장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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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I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직업들이 소프트웨어

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직업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1].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컴퓨팅 사고력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국내외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등학교놀이 체험을 강화하여 간단

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 간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

고 있어,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초등학생 및 교육 취약 계층 학생들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3D 

모델링 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

모든 학생들은 전공 분야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과학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며[2],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

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모델 및 수업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 중심 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디자인 사고 기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되고 있다[3].

III. The Proposed Scheme

다음의 Table 1. 은 소프트웨어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제안 모델의 

커리큘럼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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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 Detail Contents

1

Basic shapes and editing tools

- Making picnic sets (pizza, hamburger, 

   coke, etc.)

2
Creating uninhabited terrain

- Waterfall, Cave

3
Creating the main character

- Your own character

4
Build a structure

- Hut house, Brazier

5
Making food

- Fish, Shrimp, Squid, etc.

6
making food tools

- Brazier, Cooking utensils, etc.

7 Team Project

8 Final result announcement

Table 1. 3D Modeling Training Curriculum

제안 모델은 3D 모델링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타다크래프트 

도구를 기반으로 ‘무인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작성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창의력과 공간 지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1차시에는 타다크래프트의 도구 상자 10가지 및 고급 기능 6가지 

기능을 학습하여 피크닉 세트 예제를 작업한다. 2차시~6차시에는 

예제를 학습한다. 7차시에는 4명~5명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8차시에는 최종 결과물을 발표를 진행한다.

다음의 Fig. 1. 은 제안 모델의 구현 프로세스로서, 구현 과정을 

3단계로 분류하였다. 첫째 단계는, 표현하려고 하는 객체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이다. 학습자들이 제작할 객체를 상상하고, 모눈종이

에 3차원 도면으로 나누어 입체 모양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화면의 시점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단계는 큰 도움이 된다. 둘째 단계는, 아이디어 

객체를 통한 3D 객체를 작성하는 단계로, 타다크래프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교사의 모델링을 따라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응용과 수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저장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작업 완료한 모델링을 저장한 후 제출한다.

Fig. 1. Implementation Process

IV. Conclusions

제안 모델은 교육 취약 계층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

어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한 것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작품을 제작함으

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창작 체험이 

진행될 경우, 학습자들의 체험 흥미도와 적극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흥미 유발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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