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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비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SW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전공 학생들에게 컴퓨팅적 사고 과
정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학적 연산 문제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단한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컴퓨팅적 사고기반 기초 문제해결과정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교육방법에서는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한 LED 회로를 예로 들어 교육한다. 그리고 컴퓨팅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추상화, 문제 분해, 패턴인식과 알고리즘이라는 핵심 컴퓨팅적 사고과정을 학습한다. 제안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면,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 없이 컴퓨팅적 사고과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습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Abstract ]

More and more universities are enforcing SW education for non-major undergraduates. However, they are experiencing difficul-
ties in educating non-major students to understand computational thinking processes. In this paper, we did not use the mathematical 
operation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And we proposed a basic problem-solving process teaching method based on computa-
tional thinking using simple physical devices. In the proposed educational method, we teach a LED circuit using an Arduino board 
as an example. And it explains the problem-solving process with computational thinking. Through this, students learn core computa-
tional thinking processes such as abstraction, problem decomposition, pattern recognition and algorithms.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ology, students can gain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computational thinking processes withou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given problem. 

Key Words: Arduino, Computational thinking, Non-major, Problem-solving, S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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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두이노 기반 LED 교구 회로

A. LED 회로 교구 구성

아두이노(Arduino)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이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아두이노는 개발 소프트웨어

와 회로도 등을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두이노 공식 홈

페이지(http://www.arduino.cc)에 따르면 입출력 핀에 전기전

자 회로를 연결하고 자동 제어를 위한 C언어 기반 스케치 프

로그램을 업로드하면, 다양한 사물인터넷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한편, s4a(Scratch for Arduino)는 알고리즘의 표현과 구

조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된 스크래치 의사코드의 변형된 형

태이다. S4A 공식 홈페이지(http://s4a.cat)에 따르면 아두이노

에 연결된 센서와 모터 등의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새로

운 명령어 블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두이노에 간단한 프로

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다. 
피지컬 컴퓨팅 기반의 SW 교육은 아두이노에 포함된 디

지털, 아날로그 센서의 입력, 처리 및 출력과정이 기존의 수

학 문제 기반의 프로그래밍 학습과 달리, 학습자의 조작적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SW 학습

흥미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프로토

타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아

이디어 생성을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장치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데 효과적이다[7,8].
표 1에는 비전공자 학생 대상 SW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 스크립트 기반 알고리즘 교육단계가 제시되었다. 아두

이노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단계로, 디지털 코딩과 아날로그 코딩 학습의 두 단계

I. 서 론

2015년 개정된 초 · 중등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중등 교육

현장에 SW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국내외 적으로 

학부 전체 비전공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팅 교육이 확

산되고 있다[1,2]. 위키피디아에서는 “컴퓨팅 사고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컴
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

와 모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

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라고 정의하

고 있다[3-5,9].
이러한 컴퓨팅적 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핵심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분해 사고능력은 크

고 복잡한 문제나 구조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것이다. 두 

번째로 패턴 인식 사고능력은 각 쪼개진 부분 내부에서나 

쪼개진 부분들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찾는 것이다. 추상화

(Abstraction) 사고능력은 단지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고, 관

련된 세부사항은 무시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사고능력은 문

제의 단계적 해결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하

는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다[3-5].
그러나, 현재 컴퓨터 과학을 가르칠 때 초보자를 위한 기

존의 커리큘럼이 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하학적인 

도형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래밍 수업에 있어서 주어진 문제 자체가 컴퓨팅 사고

에 대한 문제가 아닌, 수학문제로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의 흥미가 감소하고, 컴퓨팅 사고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다[6]. 이와 달리, 아두이노에 포함된 디지털, 아날로그 센서

의 입력, 처리 및 출력과정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학습과 달

리 결과를 학습자의 조작적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학습흥미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7,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단한 피

지컬 교구를 활용한 컴퓨팅적 사고기반 기초 문제해결과정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교육방법에서는 SW를 활용한 

문제해결 5단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문제해결 5단계에 따라 

컴퓨팅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을 교육한다. 이를 통

해, 추상화, 문제 분해, 패턴인식과 알고리즘이라는 핵심 컴

퓨팅적 사고과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습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한 삼색 LED 회로 예제

Fig. 1. An example physical circuit with three-color LEDs us-
ing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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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4a 알고리즘 구성 사례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기초 알고리즘 교육 단계를 표 1과 

같이 진행한 후 블록 형태 알고리즘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예제를 제시한다. 제시된 과제는 “입력된 가변저항 값의 범

위를 나눠서 일정 범위 안에서는 빨간색 LED, 다른 범위 안

에서는 노란색 LED, 또 다른 범위 내에서는 파란색 LED의 

밝기가 변화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시오.”이며, 과제에 대

한 답안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제시된 평가 과

제를 활용하여 순차 반복 분기 구조의 알고리즘 구성 형태가 

조합된 문제해결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실습할 수 있다.

III. 컴퓨팅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과정

A. 컴퓨팅적 사고 과정과 SW를 활용한 문제해결 5단계

프로그래밍 교육의 효과는 계산적 사고력의 증진이라는 

J. Wing 교수의 주장을 계기로 크게 확산된 바 있다. 기존 프

로그래밍 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비교하여 J. Wing 교수의 차

별된 내용은 ‘컴퓨팅 사고력’이 단순히 IT 전공자들에게 필

요한 사고력이 아닌, 읽기 쓰기와 같은 비전공자에게 누구나 

필수적인 역량으로 정의하고 확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

이다[4,5]. 표 2는 컴퓨팅적 사고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타낸다[4,5].
알고리즘(Algorithms) 사고능력은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

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을 개발하는 

로 분류되었고, 각 단계는 순차적, 반복적 및 선택적 분기 단

계의 3 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림 1에서 빨강색 LED는 아두

이노 출력핀 5번, 노랑색 LED는 아두이노 출력핀 6번, 파랑

색 LED는 아두이노 출력핀 9번과 연결되어 전원을 5V 전원

을 공급받고 접지 지점도 아두이노 보드와 공유한다. 그리고 

가변저항은 5V 및 접지 연결하고 아날로그 A0핀과 연결되어 

0부터 1023까지 값을 아두이노 보드에 입력한다.

표 2. 컴퓨팅적 사고과정의 구성 요소

Table 2. Components of computational thinking

항목 내용

자료수집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알맞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료분석 자료를 이해하고, 패턴을 찾아 결론을 도출

자료구조화 적절한 그래프, 차트, 글, 그림 등으로 자료정리

문제분해
문제를 해결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나누고 결합하는  

메인-서브 구조 설계

추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함을 단순화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

자동화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능력

시뮬레이션
자동화의 결과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모델을  

실행시켜 결과분석

병렬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자원을 구성

그림 2. 입력장치를 활용한 복합적 알고리즘 구성사례

Fig. 2. An example of combined algorithm compositions using 
an input device.

표 1.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기초 알고리즘 교육 단계

Table 1. Education stages for basic algorithm composition 
using arduino

Subject Activities

s4a learning

Learn more about Arduino
Try to use the breadboard

Learn about scratch blocks for Arduino

Try operating the LED circuit

Digital coding  

learning

Create digital output commands in order

Create a repeating digital output command

Connecting Input Devices
Create digital output command according to Input conditions

Analog coding  

learning

Create analog output commands in order

Create a repeating analog output command

Connecting Input Devices
Create analog output command according to Inpu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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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W를 활용한 문제해결단계를 5단계

로 나누어 표 3과 같이 제시한다. 표 3의 각 문제해결단계에

서 진행되는 컴퓨팅적 사고 과정도 정리하였다.

B.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컴퓨팅적 사고기반 문제해결과

정 사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 없이 컴퓨팅

적 사고과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습득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 제시한 아두이노 피지컬 교구를 활

용한 컴퓨팅적 사고기반 문제해결과정 사례를 제시한다. 표 

표 4. 그림 1의 피지컬 교구 활용 문제

Table 4. Given problem using a physical device in Fig. 1
문제 내용

A) 주어진 장치가 세가지 동작 모드를 갖도록 만든다.

1) red-yellow-blue 세 개 LED가 동시에 on off 한다.

2) red-yellow, yellow-blue, red-blue 두 개의 LED만 동시에 on off 한다.

3) red, yellow, blue 한 개의 LED만 각각 on off 한다.

B) 입력센서 1로 세가지 동작 모드를 결정한다.

C) 입력센서 2로 각 동작 모드에서 LED가 on-off 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표 5. 문제해결 1단계

Table 5. First step to solve the given problem 
문제이해 및 분석 :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 구조화

A) 재료, 장치의 구조 이해, 입출력 장치의 연결방법 이해 및 분석

B) 주어진 문제에 필요한 명령어만 선택(추상화), 디지털 출력 명령어를 사용

C) 수집한 정보, 지식을 구조화(표 트리 그래프)

D) red LED : 5번핀과 연결, yellow LED : 6번핀과 연결, blue LED : 9번핀과 연결

표 6. 문제해결 2단계

Table 6. Second step to solve the given problem 
문제해결전략 설계: 문제분해, 추상화

전체 SW 작성순서(A → B → C → D) 

A) 주어진 문제에서 최소단위의 기능을 정의한다(추상화). 

1) red_on-off, yellow-on_off, blue_on-off
B) 아래에 해당하는 작은 7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1) red-yellow-blue 세 개 LED가 동시에 on off 한다.

2) red-yellow, yellow-blue, red-blue 두 개의 LED만 동시에 on off 한다.

3) red, yellow, blue 한 개의 LED만 각각 on off 한다.

C) 조이스틱으로 각 동작모드에서 LED가 on-off 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D) 가변저항으로 세가지 동작모드를 결정한다.

표 7. 문제해결 3단계

Table 7. Third step to solve the given problem

알고리즘 설계 2단계 문제해결전략에 따른 작성 내용

A) 주어진 문제에서 최소단위의 기능을  

    정의한다(추상화).

red_on-off 
[ red_on
delay
red_off 
delay  ]

yellow_on-off  blue_on-off  

B) 작은 7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red-yellow-blue
[red_on, yellow_on, blue_on 
delay
red_off, yellow_off, blue_off 
delay]

red_on, yellow_on, blue_on 
delay
red_off, yellow_off, blue_off 
delay

red-yellow, yellow-blue, red-blue, red_on-off, yellow_on-off, blue_on-off

C) 조이스틱으로 각 동작모드에서 LED가 

    on-off 되는 시간을 결정하게 한다. 

    조이스틱값을 변수 j로 저장한다.

    (패턴인식,일반화)

red-yellow-blue(j)

red_on, yellow_on, blue_on 
delay(j)
red_off, yellow_off, blue_off 
delay(j)

red-yellow(j), yellow-blue(j), red-blue(j), red_on-off(j), yellow_on-off(j), blue_on-off(j)

D) 가변저항으로 세가지 동작모드를  

    결정하게 한다. (알고리즘)

1번 모드) red-yellow-blue 세 개 LED가 동시에 on off 한다.
2번 모드) red-yellow, yellow-blue, red-blue 두 개의 LED만 동시에 on off 한다.
3번 모드) red, yellow, blue 한 개의 LED만 각각 on off 한다.

만약 가변저항 값이 0이상 350미만이면
    red-yellow-blue(j) : 1번 동작모드
만약 가변저항 값이 350이상 700미만이면
    red-yellow(j), yellow-blue(j), red-blue(j)  : 2번 동작모드
만약 가변저항 값이 700이상이면
    red_on-off(j), yellow_on-off(j), blue_on-off(j) : 3번 동작모드

표 3. SW를 활용한 문제해결단계

Table 3. Problem-solving steps when using software

항목 내용

1단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의 구조화 및 정

보 도출

2단계

문제해결방법 연구

문제분해, 추상화, 패턴인식(일반화:공통

적 해결방법공유)

3단계

컴퓨터가 실행할 알고리즘 설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 값에 따

라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구성 : 알고리즘

4단계

프로그램 구현

자료 구조 정의 및 연산에 활용하는 프로

그램 구현 : 자동화

5단계

결과 확인 및 오류정정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및 알고리즘부터 

오류정정 :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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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제시된 문제를 설명한다. 표 3에서 제시한 SW활용 문제

해결단계에 따라 주어진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과정 1단계, 2
단계 및 3단계를 표 5에서 표 7까지 설명하였고, 각 단계에

서 등장하는 컴퓨팅적 사고과정 요소를 정리하였다. 문제해

결과정 4단계는 3단계의 알고리즘을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

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표 7까지 제시된 문제해결과정을 

교육한 후,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를 확장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IoT 장치를 설계하는 교육 내용으로 연계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전공자 학부생들 대상의 SW 교육을 위

한 컴퓨팅적 사고기반 기초 문제해결과정 교육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교육방법에서는 컴퓨팅적 사고력의 핵심이 

되는 추상화, 문제 분해, 패턴인식과 알고리즘 과정을 포함

한다. 컴퓨팅적 사고에 기반한 교육방법은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적용가능하며, SW를 개발하고 확장하여 SW융합형 커

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다. 컴퓨팅적 사고과정의 개념과 적용 

효과를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하여 비전공 학부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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