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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 하드웨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알고리즘을 고민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지시박스와 신호등을 이용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시작으로 조건문과 함수를 만들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각

각의 알고리즘에서 조금씩 다른 상황들을 제시하여 익히도록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키워드: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지시박스(Instruction Box), 신호등(traffic light), 함수(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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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까지 코딩 교육 방법은 알고리즘을 고민하기 보다는 하드웨어

를 이용한 세부적 동작(모터 회전, 센서 감지 등)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이 방법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했고, 차별화된 교육용 콘텐츠 제작하였다. 지시박스와 

신호등을 이용하여 제공했으며, 지시박스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저학년 학생들의 교육에 적합하게 고안했다. 신호등은 

시간에 따라 조건이 변하는 것과 교통신호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총 3단계로 세분화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1단계는 지시박스, 신호

등, 자동차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2단계는 상위

(high-level) function에 의한 코딩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기초(primitive) function에 의한 코딩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Fig. 1. Step of Development

II. Related Works

컴퓨팅적 사고방식을 길러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사례는 교구, 

교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련 교재들은 대부분 만화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관련 교구로는 오조봇(OZOBOT), 큐베토(Cubetto), 큐브로이드

(Cube Lloyd) 등이 있다. 오조봇의 경우 다루기 어렵고 체계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큐베토는 다양한 스토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과 높은 수준의 학습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큐브로이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오직 

하드웨어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III. Results

1단계의 개발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시박스와 신호등의 위치를 

두고 아이들이 직접 도착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시박스와 

신호등 각각 이용해보고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에 

신호등을 사용함에 따라서 교통신호에 대해서 인식시켜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시박스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가장 최적의 길을 찾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떠한 곳에 순서대로 들려야 하거나 

공사 중이여서 돌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두어서 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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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단계의 개발 결과의 기초(primitive) 작동 함수로는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직진을 의미하는 go_straight(),우

회전을 의미하는 turn_right(), 좌회전을 의미하는 turn_left(), 교차로

를 의미하는 go_intersection(),도착을 의미하는 arrival()등이 있다. 

이러한 함수들을 활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1단계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3단계는 조건 문을 사용해서 코딩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조건 문을 활용하여 함수(function)을 만들어 본다. 예를 들면 요구하

는 바가 빨간불일 때 바로 좌회전을 하는 함수 문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의 사고능력을 심화시켜주며 심화적인 알고

리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한다.

Fig. 2. Result of Phase 1 Development

Fig. 3. Result of Phase 2 Development

Fig. 4. Result of Phase 3 Development

Ⅳ. Conclusion

본 논문은 3단계로 세분화하여 교육하며 체계적인 알고리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시박스와 신호등을 이용한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코딩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였

다. 추후에 이를 이용한 교육에 대한 실증 효과를 테스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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