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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종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선
행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12편이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의 전체 효과크기는 

0.519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효과크기는 5학년 0.737, 5학년과 6학년 통합 0.533, 6학년 0.472의 순이었다. 셋째, 학생 수
준 에 따른 효과크기는 영재학생 0.607, 일반학생 0.522의 순이었다. 넷째, 교과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는 환경 0.708, 소프트웨어 

0.572, 실과 0.526, 과학 0.523, 융합 0.402, 미술 0.18의 순이었다. 다섯째, 프로그래밍 유형에서는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0.555, 
텍스트 기반 및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0.47,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0.464의 순이었다. 여섯째, 교육과정 유형에 따라 비정규 
교육과정 0.636, 정규 교육과정 0.51의 순이었다.

[ 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mplement the meta-analysis for figuring out effects of elementary education programs adopting 
Arduino. The researcher carefully chose and analyzed 12 primary studies including theses,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Re-
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effect size of elementary education programs adopting Arduino was 0.519. Second, the effect 
sizes by the grade levels were 5th grade 0.737, integration of 5th and 6th grade 0.533, and 6th grade 0.472 in order. Third, for status of 
students, the effect sizes were gifted and talented 0.607 and normal 0.522 in order. Fourth, for subject areas, the effect sizes were 
environment 0.708, software 0.572, practical arts 0.526, science 0.523, integrated 0.402, and fine arts 0.18 in order. Fifth, for types 
of programming, the effect sizes were graphic based programming 0.555, text and graphic based programming 0.47, and text based 
programming 0.464 in order. Sixth, for curriculum types, the effect sizes were extra curriculum 0.636 and regular curriculum 0.51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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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다[4]. 그러나 선행 

연구 분석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아직 발표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2월까지 

실시된 아두이노 활용 국내 초등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

고,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메타분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기법이며, 그 결과를 통해 현재 상태의 이해와 후

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과

학적인 방법이다[5].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무엇인가? 둘째,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범주형 변수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아두이노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터액션 디자인 전문

대학원(Interaction Design Institute Ivrea)에서 2004년 개발되었

으며, 디자인과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프로그

래밍을 지도하고 공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산출물을 제작하

도록 설계되었다[6]. 이는 개념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를 포함한다. 먼저 소프트웨어로써의 아두이노는 하드웨어 작

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의미하며, 다양한 함수들의 

집합을 통한 자바 기반 통합 개발 환경을 뜻한다. 둘째, 하드웨

어로써의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회로로 만들어진 컴퓨팅 플

랫폼을 의미하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여러 기능을 수행하

는 주변장치들을 통합한 개발 보드를 지칭한다.
아두이노의 종류는 10여 가지 이상이며, 개발 보드의 구

성과 크기,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성능, 핀 헤더의 유무 등에 

따라 구분된다. 입문 단계의 사용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현

재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나노,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아
두이노 마이크로 등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아두이노의 

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분

야에서도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공감대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전통

적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

하는 혁신적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동시에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융

합 기술 중심의 빠른 변화에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1]. 또한 기존에 실시되

었던 컴퓨터, 기술, ICT 활용 교육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단순 조작이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닌, 
정보를 직접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활동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컴퓨팅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만 5세 이상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컴퓨팅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행 중이다

[2].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습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제

고하고, 일상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컴퓨팅 

사고력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창

조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컴퓨터 과

학, 컴퓨팅, 프로그래밍 분야가 강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

무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정보과학과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에 대한 필

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실제적인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교

육의 강화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구축을 확대하

고 있다[3]. 소프트웨어 교육은 크게 언플러그드 컴퓨팅, 프
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피지컬 컴

퓨팅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주변 사물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피지컬 컴퓨팅은 엑츄에이터

(actuator)와 센서(sensor)를 통해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

하게 하며,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실제적 경험이 부족한 사

용자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쉽게 구

체화하도록 돕는다. 
피지컬 컴퓨팅 융합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발 플랫폼 

중 최근 아두이노(Arduin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
두이노는 현재 교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쉬운 사용법, 강력한 호환성, 낮은 비용 등의 이유로 초등 교

그림 1. 아두이노 우노

Fig. 1. Arduino 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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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9].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개별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의 효과크기를 먼저 계산한 후,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하

였다[5]. 또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연구의 특징으로 유목

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CMA 3.0이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A. 출판 편의 분석

깔때기 분포를 확인한 결과, 좌우 대칭이 발견되었으며 동

시에 표준오차 및 효과크기가 밀집되어 분포된 것을 확인하

였다. 이와 함께 안전계수는 6982로 분석되었는데, 이 수치

는 누락 연구수를 의미하며 출판 편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10].

B. 전체 효과크기

전체 효과크기 계산 결과 0.519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중간 수준

임을 의미한다[11].

C. 범주형 변수

1) 종속변수

범주형 변수 중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에 따라 효과크기를 측정한 결과 심리동작적 

영역 0.772, 인지적 영역 0.546, 정의적 영역 0.524, 학업 성

취도 0.509의 순이었다. 둘째, 인지적 영역의 하위변인에 따

대표 보드인 아두이노 우노의 사진이다[7].
Jamieson(2011)은 컴퓨터 과학자와 공학 교육자들이 아두

이노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며, 교육 현장에서 발견한 아두

이노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8]. 첫째, Plug 
and Play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가 아두이노 보드를 컴퓨터

에 연결하면 컴퓨터가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

다. 둘째, 주변 장치 제어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예시가 통합

개발환경(IDE)에 많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오픈소스 프로

젝트 예제가 다양하여 학습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 넷째, 
윈도우, 리눅스, 맥 환경에서 모두 작동 가능하다. 다섯째, 직
접 완성하거나 혹은 사전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가 저렴하다. 여섯째, 무료 소프

트웨어가 제공된다. 일곱째, 유지 관리 비용 역시 저렴하며, 
작동 불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에도 $4에 교체 가

능하다. 여덟째,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구성할 

수 있다. 아홉째, C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통해 프로그래밍

이 가능하다.

III. 연구 방법

A. 분석 대상

국내에서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

의한 연구물을 수집하기 위해 RISS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

였다. 주제어로써 ‘아두이노’, ‘교육’, ‘영향’, ‘효과’를 사용하

였으며, 학술지 발행 논문 58편, 학위논문 73편을 수집하였

다. 이 중 원문 검색이 불가능한 연구 5편, 학위 논문을 학술

지로 출판하여 중복된 연구 3편, 초등학교 이외에 수행된 연

구 63편, 실험집단을 제시하지 않은 48편은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최종적으로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를 논의한 12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B. 자료 코딩

자료 코딩을 실시하기에 전에 코딩지를 구성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교육방법 분야 전문가 한 명, 컴퓨터과학 전문가 한 명, 
본 논문의 제 1저자가 코딩을 수행하였다. 코딩 과정에서의 의

견 차이는 협의 후에 조율하고 최종안을 마련하여 코딩하였다.

C. 효과크기

효과크기는 선행 개별 연구에 나타난 양적 자료 분석 결과

그림 2. 깔때기 분포

Fig. 2.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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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속변수 효과크기

Table 1. The effect size of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Category Number of Effect Sizes Effect Siz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Dependent Variable

Psychomotor 2 0.772 0.138 0.501~1.043

Cognitive 45 0.546 0.038 0.472~0.620

Affective 63 0.524 0.019 0.486~0.561

Achievement 14 0.509 0.090 0.333~0.686

Cognitive Domain

Content Knowledge 1 0.671 0.187 0.304~1.037

Logical Thinking 7 0.902 0.142 0.623~1.181

Problem Solving Ability 23 0.576 0.045 0.488~0.664

Creativity 1 0.023 0.293 -0.532~0.578

Scientific Inquiry Ability 13 0.294 0.093 0.111~0.476

Affective Domain

Attitude toward Subjects 12 0.511 0.098 0.319~0.703

Invention Attitude 34 0.530 0.021 0.489~0.571

Creative Personality 7 0.417 0.102 0.216~0.618

Learning Motivation 5 0.623 0.090 0.446~0.799

Learning Attitude 1 0.133 0.283 -0.422~0.689

Learning Flow 1 0.258 0.284 -0.299~0.815

Learning Interest 2 0.240 0.159 -0.071~0.551

Environmental Emotion 1 0.678 0.187 0.310~1.045

Psychomotor Domain
Environmental Function 1 1.098 0.214 0.678~1.517

Environmental Implementation Action 1 0.540 0.181 0.185~0.894

표 2. 조절변수에 대한 효과크기

Table 2. The effect size by categorical variables

Variable Category Number of Effect Sizes Effect Siz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Publication Type
Published 30 0.525 0.018 0.490~0.561

Unpublished 94 0.562 0.041 0.481~0.642

Grade Level

5th 10 0.737 0.066 0.608~0.865

Both 50 0.533 0.020 0.494~0.573

6th 64 0.472 0.033 0.406~0.537

Status
Gifted and Talented 14 0.607 0.051 0.506~0.708

Normal 110 0.522 0.018 0.488~0.557

Subject Areas

Science 47 0.523 0.039 0.447~0.599

Fine Arts 5 0.180 0.127 -0.068~0.429

Software 19 0.572 0.074 0.427~0.717

Practical Arts 36 0.526 0.021 0.486~0.566

Integrated 4 0.402 0.115 0.176~0.628

Environment 8 0.708 0.067 0.576~0.840

Programming

Text 9 0.464 0.097 0.273~0.654

Graphic 51 0.555 0.020 0.517~0.594

Both 64 0.470 0.033 0.404~0.535

Curriculum
Extra 32 0.636 0.039 0.561~0.712

Regular 85 0.510 0.019 0.47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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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호환성, 낮은 비용 등의 이유로 예술, 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디자인과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 학생들의 수행 능력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2].
셋째, 인지적 영역의 하위변인에 따라 효과크기를 측정

한 결과, 논리적 사고력 0.902, 교과지식 0.671, 문제 해결력 

0.576, 탐구능력 0.294, 창의성 0.023의 순이었다. 이 중 효과

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논리적 사고력은 연역적·귀납적 추

리 능력과 관련되며, 사건 간의 관계나 모순 등에 대한 타당

성 및 규칙 등에 대한 사고력과 추리 능력을 의미한다. 아두

이노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개념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도이노 학습 과정에서 인지

적 기술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경험하며 동시에 논리

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6]. 
이와 함께 문제 해결력의 효과크기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학생들이 아두이노 코딩과 회로 설계 등을 직접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시행착오 등을 통해 문제상황을 탐색

하며, 그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 해결책을 발견하여 

실행하는 능력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8]. 
넷째, 학생 수준에 따라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

생 0.607, 일반학생 0.522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주어진 문제

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아
이디어 간의 유추·연산·연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평가하며 모색하는 과정에서 영재 학생들의 이해와 해결 수

준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두이노 활용 교육을 실시할 경

우, 학생들이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설계 과정

에서 어렵게 인식하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원하는 세심

한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사용된 프로그래밍 유형에서는 그래픽 기반 프

로그래밍 0.555, 텍스트 기반 및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0.47,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0.464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

실은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그래

픽 기반 프로그래밍 적용 교육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8].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에서는 C언어로 직

접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대신 그래픽으로 작

성된 프로그래밍 코드가 자동적으로 컴퓨터 언어로 변환되

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적은 사실을 감안하여, 후속 연

구에서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유형을 선택하고 

참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

이다.

라 효과크기를 측정한 결과, 논리적 사고력 0.902, 교과지식 

0.671, 문제 해결력 0.576, 탐구능력 0.294, 창의성 0.023의 순

이었다. 셋째, 정의적 영역의 하위변인에 따라 효과크기를 측

정한 결과, 환경정서 0.678, 학습동기 0.623, 발명태도 0.53, 
교과에 대한 태도 0.511, 창의적 인성 0.417, 학습태도 0.258, 
학습흥미 0.24, 학습몰입 0.133의 순이었다. 넷째, 심리동작

적 영역의 하위변인에 따라 효과크기를 측정한 결과, 환경기

능 1.098, 환경실천행동 0.54의 순이었다.

2) 조절변수에 대한 효과크기

범주형 변수 중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 유형으로 구분하면, 학위 논문 0.562, 학술지 논문 

0.525의 순이었다. 둘째, 학년에 따라 5학년 0.737, 5학년과 6
학년 통합 0.533, 6학년 0.472의 순이었다. 셋째, 학생 수준에

서는 영재학생 0.607, 일반학생 0.522의 순이었다. 넷째, 교과 

영역에서는 환경 0.708, 소프트웨어 0.572, 실과 0.526, 과학 

0.523, 융합 0.402, 미술 0.18의 순이었다. 다섯째, 사용된 프

로그래밍 유형에서는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0.555, 텍스트 

기반 및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0.47,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

밍 0.464의 순이었다. 여섯째, 교육과정 유형에 따라 비정규 

교육과정 0.636, 정규 교육과정 0.51의 순이었다. 

V. 논 의

이 연구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를 메타분석으로 종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선

행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12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의 전체 효과크기는 0.519

이며, 이는 중간 효과크기로 해석된다. 선행 학위 논문과 학

술지 논문에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정리한 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고

려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이다. 특히 아두이노 활용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내용과 연계된 형태, 컴퓨팅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때, 그 

교육적 효과가 높음을 증명하는 결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8].
둘째, 아두이노 활용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종속변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동작적 영

역 0.772, 인지적 영역 0.546, 정의적 영역 0.524, 학업 성취

도 0.509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아두이노가 쉬운 사용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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