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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등학교에서도 소 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실과 교과의 한 단원
으로 구성되는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은, 정보 윤리, 알고리즘과 로그래 , 컴퓨터과학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

는데 교수·학습 방법으로 놀이 심의 언 러그드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 교사들은 합한 언 러
그드 활동 자료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존 자료가 성취기  달성에 합하지 않다
는 , 단순한 놀이 교육이 많아 컴퓨  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 소 트웨어 교육의 성취기 으로 제시된 기본 제어구조는 물론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언 러그드 활동 심의 로 을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한 소 트웨어 수
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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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oftware education became mandatory in elementary school. 
The practical subject in the content for the software education consists of  information ethics, algorithms, program-
ming, and computer science.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encourages the unplugged activities. Unplugged activities 

are preferred among the teachers in the education field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However, those teachers 
pointed out that the lack of suitable unplugged activity materials was the biggest challenge.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materials were not suitable for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re are many simple 

playing-oriented educations that are not linked to computing activiti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unplugged 
activity-oriented robot that can be used for the elementary students to learn the basic control structure suggested 
in the achievement criteria SW education and to develop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using sensors.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through the software class using the developed robo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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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등학교에서도 

소 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특히 소 트웨어 교

육은 미래 사회의 핵심 인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함양을 목표

로 학생들이 컴퓨  기기가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을 통

해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1].

이에 등학교의 경우 실과 교과의 한 단원으로 소

트웨어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소 트웨어 단원 내용은 

정보윤리, 알고리즘과 로그래 , 컴퓨터과학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놀이 심의 언 러그

드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놀이 심의 언 러그드 활동

은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 

해 배우는 교수법이다[2].

언 러그드 활동은 교사들에게는 컴퓨터와 로그래

 학습이 없이도 논리 인 컴퓨터과학 교과를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에서 컴퓨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장 으로 말미암아 

아직 소 트웨어 교육 경험이 많지 않은 장 교사들이 

선호하는 소 트웨어 교육 방법으로 언 러그드 활동이 

높은 순 를 차지한다[3][13].

특히 로 은 이러한 언 러그드 활동의 장 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 면에서 그 

효과성이 매우 크다. 구 은(2015)은 등학교 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놀이학습 기반 언 러그드 교육의 

효과성 분석에서 언 러그드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수업이 학습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 다[4]. 정

민경(2017) 역시 언 러그드 컴퓨 을 활용한 STEAM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문제해결력에 정 인 효과

가 있다고 분석하 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 러그드 활동을 한 로

이 많지 않고, 재 활용되고 있는 언 러그드  로

의 경우 순차, 반복 정도의 아주 기 인 수 의 제어

구조만 학습 가능하다. 한 센서를 활용하려면 교육용 

로그래  언어(EPL) 환경에서 로 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학 이나 학

교 장에서는 활용할 수 없어 언 러그드 활동이 가능

한 로 의 장 을 살리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차, 반복, 선택 구조뿐 아니라 

다양한 센서를 로그래  언어가 아닌 버튼을 활용해 제

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확장성이 높은 언 러그드 활동 

심의 로 을 개발하여 학교 장에 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창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 트웨어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계

서 민과 이 (2013)은 교육용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교육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 

학습자에게 상호작용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놀

이 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통합 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다양한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인 근이 용이하다. 다섯째, 로그래 에 한 

정 인 태도를 이끌고 지  호기심을 유발한다. 여섯

째, 융합 교육  에서도 유용하다[6].

하지만 교육용 로 을 활용한 교육에서 가장 심

인 활동인 로 의 제작, 로그래 , 코딩 수정에서는 

필수 으로 컴퓨터와 로 을 제어할 수 있는 소 트웨

어가 필요하다. 소 트웨어를 활용한 로그래  과정

은 학습자의 창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등에 도움

이 될 수 있지만, 이 게 컴퓨터와 연계된 로  교육은 

고정된 시간과 장소가 확보된 학교 장에서만 가능하

며, 일반 인 학교 황에서는 실시하기 어렵다[7]. 즉, 

교육 기회가 일회 일 수 있으며 기존 컴퓨터실을 활용

하는 경우 개별학습에 합한 구조로 교실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용 로 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 의 교육이 이루

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컴퓨  환경에 한 제약이 없고 로그래  

언어에 한 문 인 지식이 없어도 언 러그드 활동

이 가능한 교육용 로 이 개발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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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언플러그드 활동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계점 해결 방안

홍지연과 김 식(2019)은 언 러그드 활동을 활용한 

소 트웨어 교육의 한계 과 문제해결방안 도출에 한 

연구에서 장 교사들이 언 러그드 활동을 활용한 소

트웨어 교육에서 합한 활동 자료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존 교육자료가 성취 

기  달성에 합하지 않다는 , 학년별, 수 별 교육

자료가 풍부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 단순한 놀이 

교육이 많아 컴퓨  활동가 연계되지 않는  등을 문

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언 러그드 활동 자료로 로  기

반의 언 러그드 활동 자료와 도구 기반의 언 러그드 

활동 자료를 선택하 다[8].

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로  기반의 언 러그드 

활동 자료 개발을 한 설문조사에서 기존의 자료들이 

카드 코딩, 라인 코딩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차

별화가 없다는 , 센서 등을 활용한 활동은 실시할 수 

없는 을 한계 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새로 개발될 로

 기반의 언 러그드 활동 자료는 센서를 활용해 움직

이는 기능, 버튼에 따라 움직이는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8].

2.3 기개발 교육용 로봇 분석

재 개발되어 있는 언 러그드 활동이 가능한 로

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Bee-Bot은 

국에서 개발된 유아용 언 러그드 로 으로 “앞으로 

1칸, 뒤로 1칸, 좌측 90도 1회, 우측 90도 1회, 로그램 

실행, 메모리 지우기, 1 간 멈춤”의 7개의 버튼을 포함

하고 있다. 이연승(2017)은 코딩용 로 , 비 (Bee-Bot)

을 활용한 수학  문제해결력 증진 로그램 개발  

효과에서 이 로 이 유아들의 수학  문제해결력을 신

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다[9].

이태형(2017) 역시 언 러그드 로 인 Bee-Bot을 활

용한 윷놀이를 개발하여 수학문화융합 활동을 수업에 

용하 다. 로고 로그래  교육용 언어를 통해 언 러그

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로 을 활용한 연산놀이를 

용하여 4차 산업 명 시 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기계  메커니즘과 컴퓨  사고에 한 이해와 친근감을 

갖도록 하 다[10]. 하지만 Bee-Bot의 경우 버튼을 활용

해 순서 로 명령을 작성하는 수 의 코딩 교육밖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반복문, 조건문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이 가능한 로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lbert는 국내 S사가 개발한 로 으로 카드를 이용한 

언 러그드 컴퓨 , 스택이나 엔트리 등을 이용한 블록형 

코딩이 가능하고 다양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김돈정(2016)은 등학교 돌 교실 환경에서 

로 기반 로그래  학습효과의 지역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는데, 이때 학습에 활용된 Albert가 로

그래  학습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 다[11]. 이 로 의 

경우 카드에 내장된 명령을 로 에 내장된 OID 센서가 

인식하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활용되는 카드 

명령으로는 순차, 반복 구조 수 의 코딩 활동이 가능하

다[12]. 그러나 다양한 조건과 센서를 활용한 문제해결활

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스택이나 엔트리 등의 EPL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뚜루뚜루’는 비교  최근에 나온 로 으로 기존 로

들이 가진 부분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카드를 이

용한 언 러그드 컴퓨 ,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컬러 코

딩, 스크래치나 엔트리 등을 이용한 블록형 코딩 모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

다 다양한 조건과 센서를 활용한 문제해결활동이 이루

어지기 해서는 스크래치 는 엔트리를 활용한 블록 

코딩을 포함해야 가능하다. 

3. 언플러그드 활동 중심 로봇 개발

3.1 로봇 개발 방향

언 러그드 활동 심 로 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컴퓨터가 필요 없이 조작이 쉬운 버튼을 이용

해 언 러그드 활동이 가능한 로 을 개발한다. 둘째, 컬

러, 근 , 조도 센서 역시 버튼으로 제어하여 다양한 문

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창의  문제해결력

을 신장시킬 수 있는 로 을 개발한다. 셋째, 4가지 각기 

다른 모드의 라인 코딩으로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만들

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가능한 로 을 개발한다. 



444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3.2 로봇 설계 및 제작

3.2.1 로봇 윗면 설계 및 제작

본 로 의 개발에 있어서 다른 로 과 차별화되는 요

소는 바로 버튼을 통해 코딩이 가능한 버튼 로그래

이다. 따라서 버튼 코딩이 가능하도록  움직임, 각종 센

서와 련된 버튼은 윗면에 배치하 다. 각 기능별 버튼

의 치는 (Fig 1)과 같다. 밝기 센서는 LED의 향을 

받지 않기 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특히 로

의 뒷부분에 있으면 터 에 들어가거나 로 을 가릴 때

의 행동이 어색해지므로 로 의 간쯤에 배치하 다.

 Object Detection

 Color Detection

 Brightness Detection

 Clear

 1sec Pause

 Switch Mode

 Loop 

 Forward(9cm) 

  Monochromatic LED  Reverse(9cm)

  Full color LED  Turn Left

  Brightness sensor  Turn Right

 Start/Stop

(Fig 1) Top Button Layout

버튼 코딩을 한 설계에 따라 제작한 PCB 보드의 

실제 모습은 (Fig 2)와 같다. 로 이 윗면에 치한 

PCB는 원 공 과 련한 장치와 컬러 센서, 바닥 근

센서 등을 포함한다. 컬러 센서를 통해 빨강, 록, 

랑의 3가지 색에 닿았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3개의 바닥 근 센서는 로 이 난간 등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다.

3.2.2 앞, 뒤, 옆, 밑면 설계 및 제작

앞면의 경우 근 센서와 LED를 포함하여 장해물 인식 

 방향 환, 어두운 공간에서 불빛 켜기 등의 기능을 수

행하게 하 다. 뒷면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앙에 

치시키고, 원 스 치는 USB 포트의 면에 배치하되, 

로 의 형태에 맞춰 배치하도록 한다. 바퀴는 지면에서 

2.5mm 정도 나오도록 하며, 이는 볼 캐스터가 2mm 나오

므로 볼 캐스터보다 조  더 튀어나오도록 하기 함이다. 

바퀴는 고무링을 포함하여 지름이 약 50mm로 제작한다. 

앞면과 뒷면의 PCB보드를 제작한 모습은 (Fig 3)과 같다.

(Fig 3) Front and Back side PCB production

컬러 센서는 라인코딩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로  

면에서 최 한 앞쪽에 배치하 고, 볼 캐스터는 로  

면의 아래쪽에만 배치하 다. 볼캐스터의 크기는 약 

3mm로 한다. 이 게 상   하 , 앞면과 뒷면 PCB보

드 제작을 함으로써 센서와 버튼, LED등을 통해 장애물

을 인식하고 방향을 환하는 활동, 밝기에 따라 불을 

켜거나 끄는 활동, 색깔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4. 완성된 로봇의 기능 및 사용 방법

4.1 로봇의 기능 및 특징

개발된 로 의 기능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Fig 2) Top side PCB production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 중심 로봇 개발 및 적용    445

다. 첫째, 컴퓨터가 필요 없이 조작이 쉬운 버튼을 이용

해 언 러그드 활동이 가능한 로 을 제작하 다. 이 로

은 문제해결을 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상 의 9개 

버튼을 활용해 손쉽게 제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

양한 언 러그드 로그래 이 가능하다. 특히 코드가 

길어지는 경우에 본 로 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코딩 

카드를 함께 제작하 으며 이를 활용해 학습자의 알고

리즘 설계에 도움을  수 있다. 

둘째, 컬러, 근 , 조도 센서 역시 버튼으로 제어하여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창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컬러 센서를 활용하여 

빨강, 록, 랑의 세 가지 색에 닿았을 때 로 의 움

직임을 구 할 수 있다. 3개의 근 센서를 활용하여 책

상  난간 등에서 로 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

며 해당 센서를 이용한 로그래  활동도 가능하다. 

한 밝기 센서로 조도를 감지하여 LED를 켜거나 끄고, 

로 을 멈추거나 움직이는 등의 활동 역시 가능하다. 

셋째, 4가지 각기 다른 모드의 라인 코딩으로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능하

다. 검은색 라인만 따라가거나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다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다른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명령

이 삽입된 8가지 색깔을 각기 만났을 때 다른 행동을 

하거나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다 밝기에 따라 다른 행동

을 수행하는 등 라인 코딩을 통해 다양한 문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4.2 로봇의 사용 방법

본 로 을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  버튼 로그래  

방법은 <Table 1>과 같다. 

Algorithm Design Method

Basic

Move

-ment

Algorithm 

<Repeat change direction after 

moving>

Front-Right-Rep-Play

Button Program

Color 

Sensor

Algorithm 

<Change Direction when detected 

color>

Front-Red-Right-

Front-Rep-Play

Button Program

Illumina

nce 

sensor

Algorithm 

<Change direction when detecting 

darkness>

Front-Dark-Right-

Right-Rep-Play

Button Program

Distanc

e Sensor

Algorithm 

<Change direction when detecting 

an object>

Front-Distance-Right-

Rep-Play

Button Program

<Table 1> Algorithm Design Method

기본 움직임은 화살표 버튼으로 수행된다. 목 지까지

의 움직임 로 필요한 화살표 버튼을 르고 실행 버튼

을 르거나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화살표 

버튼을 른 뒤 반복 버튼을 르고 실행 버튼을 른다. 

근 센서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 센서 버튼을 

르면 센서가 활성화되면서 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

지한다.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방향을 바꾸거나 뒤로 이

동하도록 필요한 버튼을 르면 실행된다. 밝기 센서 

한 마찬가지로 밝기 센서 버튼을 르면 활성화되고, 밝

기 변화를 감지한 경우 방향을 바꾸거나 뒤로 이동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제어할 수 있다. 

컬러 센서의 경우 총 3가지 색깔을 각각 인식했을 때 

다른 행동을 하도록 로그래 할 수 있다. 컬러 센서 

버튼을 한 번 르면 빨간색을 만났을 때의 행동을, 컬

러 센서 버튼을 두 번 르면 녹색을 만났을 때의 행동

을, 컬러 센서 버튼을 세 번 르면 란색을 만났을 때

의 행동을 각각 지정한다. 

모드를 변경하면 기존의 버튼 코딩이 아닌 라인 코딩

으로 바 어 다양한 활동 역시 가능하다. 라인 코딩의 

경우 총 4가지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데, 첫 번째는 검은

(Fig 4) 3D rend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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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라인만을 따라가도록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다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제자리에서 몸을 

흔들거나 반  방향으로 회 하며 이동하도록 할 수 있

다. 세 번째는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다가 8가지 색깔을 

활용해 방향, 속도, 불빛 등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를 들어 주황색을 만나면 노래하고, 록색을 만나면 3

간 천천히 앞으로 이동한다. 네 번째는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다가 주변이 어두워지면 천천히 이동하고, 밝아지

면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검은색 라인을 이탈한다.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언 러그드 활동 심 로 을 활용

한 소 트웨어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해 경기도 소

재 OO 등학교 6학년 2개 학  33명의 학생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 으며 참여한 연구 상은 <Table 2>와 같다.

division
subject of research

N
M F

EG 9 8 17

CG 13 3 16

<Table 2> Subject of Research

먼  실험반(EG)과 통제반(CG)의 동질성 검증을 해 

창의  문제해결력 사  검사를 실시하 다. 이후 실험반 

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로 을 투입하여 총 9차시의 소

트웨어 수업을 실시하 고, 통제반 학생을 상으로는 

기존의 일반 인 방법으로 총 9차시의 소 트웨어 수업

을 실시하 다. 그리고 이들을 상으로 창의  문제해결

력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간 창의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공분산분석을 통해 확

인하 다. 이와 련한 실험설계는 <Table 3>과 같다.

6. 연구의 결과 및 분석

6.1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의 차이 검증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를 

통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 으로써 동질성 

여부를 단한 결과는 <Tavle 4>와 같다. 

pre-test
EG CG

t
M SD M SD

fluency 31.06 6.50 30.81 8.32 .10

flexibility 24.59 6.21 26.00 7.87 -.57

originality 6.76 4.09 6.50 4.23 .18

problem solving ability 49.82 10.89 52.13 3.12 -.57

<Table 4> Pre-test Result

t-검증 결과 창의  문제해결력의 하  요소인 유창성이 

t=.10(p>.05), 융통성이 t=-.57(p>.05), 독창성이 t=.18(p>.05), 

문제해결력이 t=-.57(p>.05)로 실험반과 통제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사 , 사후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를 통

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언 러그드 로 의 효과를 알아

보기 해 두 집단간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pre-test
pre-test post-test

M SD M SD

fluency
CG 30.81 8.32 42.81 9.59

EG 31.06 6.50 45.41 8.95

flexibility
CG 26.00 7.87 33.00 7.72

EG 24.59 6.21 36.29 7.41

originality
CG 6.50 19.69 8.31 5.08

EG 6.76 4.09 11.88 3.31

problem 

solving ability

CG 52.13 3.12 66.50 13.03

EG 49.82 10.89 71.76 10.53

<Table 5> Pre-test and Post-test Result

사  검사에서는 융통성과 문제해결력의 경우 통제반

division pre-test program post-test

EG O₁ X₁ O₂

CG O₃ X₂ O₄
O₁, O₃: Pre-test(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X₁: SW education using unplugged robots

X₂: General SW education

O₂, O₄: Post-test(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Table 3>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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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반보다 더 높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반이 

통제반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 모두 높

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검사 수의 차이 유무가 사

에 존재했던 사 검사 수의 향에 의한 것인지를 알

아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  수를 공변인으로 통제

하여 사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에 

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먼  유창성에 한 공분

산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ivision SS df MS F

Covariance 1269.83 1 1269.83 27.39***

effect 46.96 1 4.96 1.01

error 1390.72 30 46.36

total 67045.00 33

<Table 6> Covariance analysis of Fluency

사  유창성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유창성 검사 수에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는 F=1.01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유창성 검사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융통성에 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ivision SS df MS F

Covariance 1012.31 1 1012.31 40.00***

effect 160.52 1 160.52 6.34*

error 759.22 30 25.31

total 41589.00 33
*p<.05.

<Table 7> Covariance analysis of Flexibility

사  융통성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융통성 검사 수에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는 F=6.34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유창성 검사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 러그드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수업이 학습자의 융통성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창성에 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division SS df MS F

Covariance 80.11 1 80.11 4.98***

effect 98.99 1 98.99 6.15*

error 483.10 30 16.10

total 4069.00 33
*p<.05.

<Table 8> Covariance analysis of Originality

사후 독창성 검사 수에 해 분산분석 결과, 주 효

과는 F=6.15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독창성 검사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 러그드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수업이 학습자의 독창성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문제해결력에 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division SS df MS F

Covariance 2102.51 1 2102.51 28.41***

effect 386.98 1 386.98 5.23*

error 2220.550 30 74.012

total 162632.00 33
*p<.05.

<Table 9> Covariance analysis of Problem solving ability

<Table 9>의 내용과 같이 사  문제해결력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수

에 해 분산분석 결과, 주 효과는 F=5.23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 러그드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수

업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언 러그드 활동 심 로 을 개발하

고, 이를 소 트웨어 수업에 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일반 인 소 트웨어 수업을 실시한 통제

반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언 러그드 활동 심 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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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소 트웨어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 사이에 창의

 문제해결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다. 특히 창의  문제해결력의 하  요소인 유창성, 융

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에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유창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  역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언 러그드 활동 심 로

을 활용하여 버튼 제어를 통한 다양한 문제해결 학습 활

동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 로 을 움직이기 

해 순서 로 버튼을 러야 하는 과정, 반복 버튼을 활용

해 효율 으로 명령을 내리는 과정, 근 , 컬러, 밝기 센

서를 활용해 명령을 내리는 각 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성취기 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학교에서 반

드시 배워야 할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효율 으로 학

습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뿐 아니라 각각의 센서 는 

각 센서들의 결합, LED, 부 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문

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창의  문제해결력 요소들의 신장에 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로 을 통해 컴퓨  환경 없이도 

센서 버튼을 활용해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그래  교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컴퓨  

환경을 구성하기 어려운 학습 환경에 있거나 코딩에 어

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성공 인 소 트웨어 교육 

경험을 제공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은 각 학

교 장마다 다른 PC환경, 스마트 기기 보유 황의 차

이, 특정 언어에 귀속될 경우 수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

할 때  이런 환경  요인에 향을 받지 않으므로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교육 일반화 가능성을 충분

히 높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튼, 센서 등을 활용한 언 러그드 

활동에 특화된 로 을 개발하고자 노력하 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문헌  연구 상 표집이 제한 이었으므

로 본 연구 결과에 한 제한  해석이 요구되며, 이 연

구를 토 로 앞으로 이루어질 다양한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 러그드 로 을 활용한 소 트웨어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  문제해결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일

반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보다 체계 이고 본 

로 의 특징과 장 을 잘 살린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토타입 형태의 로 으

로 수업에 용한 결과 코드가 길어질 경우 버튼을 여

러 번 러야 하므로 코딩 카드를 함께 활용하더라도 

기억하기 힘든  등 학생들의 반응에서 부정 인 부분

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 추가 인 연구와 보완

을 통해 로 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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