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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코딩의 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소 트웨어 코딩이란 주어진 문제 해결하는 능력으로써 

논리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며,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본 시스템은 코딩교육에 놀이를 정합하여 놀이 코

딩 교육시스템이다. 유아들은 블록을 통해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으며, 블록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로그래  

되는 것을 확인한다. 본 시스템은 유아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알고리즘을 체계 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유아들은 즐거움, 몰입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ABSTRACT

Lately, Importance of coding is getting emerged because of IT technology development. Software coding boosts logical thinking power and creativity 

and contribute to future human resources as ability of solving  problems. This is education system Coding education compounds to playing. It can be helpful 

for infant’s muscle development through blocks, confirm programing through moving of blocks. This system can systematically educate algorism which 

make infant improve power of thinking and infants can feel joy, immersion, sense of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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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가 일상화 된 21세기에는 실과 가상의 경

계가 없어 질 만큼 컴퓨터가 발달했다[1-4]. 미래의 

인재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컴퓨 사고력(CT : 

Computational Thinking)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교

육부에서는 창의  인재 양성을 한 추진계획으로 

‘SW 심사회를 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

고, 교육과정에도 코딩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코딩교육이란 주어진 미션에 한 문제해결을 해 

로그래 을 통해 구체 이고 논리 으로 사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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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목 이다.

따라서 디지털시 에 있어서 유아기부터의 사고력 

향상을 한 코딩교육은 필요하며, 유아들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교육과 미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미술

교육에 효율 인 코딩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유아

들은 언어 달이 미숙하여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나타내는데, 사용자의 사고행 에 

따라 반응하는 디지털상호작용 기능인 코딩시스템으

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창의력 향상을 한 미 활동과 소근육 발달 등을 

한 놀이교육을 융합하여 유아들에게 몰입감과 성취

감을 고취시키고자 칼라별 블록을 이용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칼라별 블록놀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을 이용한 캐릭터들의 움

직임을 코딩화하고, 결과를 측하는 정보논리  사

고, 융합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한다.

Ⅱ. 본  론

2.1 미술놀이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라 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  수 있으며, 2세부터 등학교 입학 이 까지의 

시기를 유아기라고 한다. 유아기에는 인지능력이 발달

하고 상상과 환상이 풍부해지는 시기이며[5], 유아는 

놀이행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능력과 문제해결

력을 모색해 나간다.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재결합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

며, 창의성이 길러지는데, 놀이 활동의 가치는 다음 4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은 놀이 활동

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놀이 활동의 가치
Fig. 1 Value of play activities

미국 최고의 미술놀이 문가 진반트헐(Jean Van’t 

Hul)은 ‘지 장애우의 경우 본인의 의사표 을 언어로 

잘 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술이나 음악

과 같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 하거나 행동

하는 것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며, 여기서 놀이가 동반

되지 않으면 집 력이나 집 하는 시간이 을 수 있

으니 놀이를 동반해서 재미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

다[6].

로제 카이와는 놀이를 규칙과 운으로 구분하여 경

쟁놀이, 우연놀이, 모방놀이, 기증놀이 네 가지로 구

분하 다[7]. 그림 2는 놀이를 규칙과 운으로 구분하

여 표 한 것이다.

그림 2. 놀이 규칙
Fig. 2 Play rules

놀이에는 기본 인 요소로 참여자와 목표가 있어야 

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한 방법이 추가 요소로 포함

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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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술 놀이도구의 변천

창의력이 시 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 미술놀이는 

창의력 항상에 도움이 되는데, , 유아기의 미술교육

에 있어서 놀이의 요성이 부각되기 까지는 평면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18세기에는 루소(Rousseau, 

1712-1778)의 자연주의 교육이 두되면서 과 

손에 의한 입체활동을 요시 되었으며, 19세기

에는 로벨(F.Frobel, 1782-1853)의 유희로써의 

놀이를 심으로 한 미술개념이 제기되었다. 19

세기 말 20세기 에는 슈타이 (Steiner, 

1862-1925)에 의해 색채놀이와 이미지의 자유로

운 표 활동을 해 수채화 교육이 시 되었으

며, 몬테소리(Montessori, 1870-1952)에 의해 아

동의 자아발달을 진할 수 있는 감각운동 교구

를 개발하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다[8]. 

표 1은 유아 놀이 사진들이다.

(a) Picture play (b) IT-based play

(c) Wooden play (d) Insert a hole play

표 1. 유아 놀이 사진
Table 1. Infant and toddler play photo

 

2.3 코딩 교육 시스템

컴퓨터의 작업 흐름에 따라 명령문을 입력하여 

로그래 을 하는 일을 코딩이라 한다[9]. 최근 들어 

 세계 으로 소 트웨어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코딩 로그래 도 다양하게 계발되고 있다. 로그램 

언어를 모르고도 코딩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

며, 코딩을 한 사이트들도 많이 늘고 있다. 

- Scratch : 스크래치 로그램은 MIT 미디어랩 

‘ Lifelong Kindergarten Group’의 로젝트이며 무료

로 제공하는 로그램이다. 미국의 매사추세츠공과

에서 개발한 어린이를 한 블록형 코딩 시스템이다. 

동작, 제어, 형태, 소리, 연산등의 블록을 조합해보며, 

게임을 쉽게 제작 가능하다.

- 토이코딩 : 코딩으로 배우는 스토리텔링 수학, 

키즈코딩이며, 올챙이 멀리 가보기, 개미왕자 등 다양

한 스토리들이 있으며, 간단한 동작으로 코딩교육이 

가능하다. 

- Kodable. :  미국의 등학교  학년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 수업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공교육 교실에

서 온라인 커리큘럼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Codecademy  : 온라인 인터랙티  랫폼으로서 

로그램  입문자를 상으로 교육과 실습 후 실행

하여 결과까지 확인 가능하다.(한국 www.codekorea 

.or.kr). 어른들을 한 온라인 랫폼으로 HTML, 

CSS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PHP, 이썬, 루비 

등의 로그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 Kofac : 한국장학재단이 하는 ‘ 등소 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이다. 방과후학교, 창의 체험 활동에 

활용 가능한 소 트웨어 교육과 콘텐츠 제공한다. 

- Junior: 주니어소 트웨어는 미래부.정보통신진흥

원 경인교  미래인재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했다. 스크

래치와 아두이노를 활용한 소 트웨어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 Olc : OLE센터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도 학습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 하고 NIPA

와 공개소 트웨어 회가 운 하는 개방형 소 트웨

어 교육센터이다. 다양한 콘테츠가 유무료로 제공된

다.

- Juniorsw : 삼성 자가 방과후 교실을 해 제공

한 사이트 학생의 나이와 목표에 맞게 교육 과정 선

택 가능하다.

- Playsw :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소 트웨어코딩 

로그램이다. 문제 심과 체험 심의 교육시스템이

다.

- Opentutorials : 생활코딩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

라 성인이나 문 로그래머도 공부할수 있는 컨턴

츠를 제공한다.

- Dreamcode : 생활코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한다.

- Code : 로그램 코딩 입문 강의로 구든 무료

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Khanacademy : 구나 등록 없이 수업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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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ratch.mit.edu (b) toycode.org

(c) kodable.com (d) codecademy.com

표 2. 코딩 시스템 
Table 2. Coding system example

텍스트로 된 내용을 읽고 실습가능하다. 표 2는 코딩

용 교육을 하는 시스템 이다. 

Ⅲ. 미술교육에 효율 인 블록 코딩 시스템

자크 심즈 코드카데미 창립자 겸 표는 최근 한국

을 방문해서 코딩의 발  방향에 극찬을 하 다. 그 

내용은 “21세기에는 로그래  능력이 빠르게 변화

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응해 나가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재  세계 으로  소 트웨어 열

품이 불고 있으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 트회장, 마

크 크버그 페이스북 CEO 등 기업의 로벌 정보

통신기업의 CEO와 오바마 미국 통력까지 코딩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선진국들은 

SW 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SW교육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018년부터 SW교육이 의무화 

되고 있다.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는 코딩을 교육하는 

유치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실에서 유아들은 생각의 체계 인 방향성

을 제공하기 하여 놀이 블록을 활용한 코딩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놀이 코딩 블록은 색을 다

양하게 활용하여 색에 한 감각도 키우고 놀이도 하

면서 유아들은 생각의 순서를 맞추어 코딩을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유아들에게 블록을 활용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서 

체계 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코딩 교육을 한다.

시스템은 칼라별 블록놀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몰입

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을 이용한 캐릭터들의 움직임

을 코딩하고, 결과를 측하는 정보논리  사고, 융합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한다. 

그림 3은 블록 코딩 시스템의 구성이다. 입력부의 블

록을 활용하여 작업의 순서를 만들면, 블루투스로 컴

퓨터와 통신을 하게 된다. 통신된 약속에 의해 작업의 

순서가 컴퓨터의 화면에 디스 이 되도록 로그램 

한다.

1

2 3

그림 3. 코딩 시스템 구성
Fig. 3 Coding system configuration

입력부에서는 유아들이 선호하는 칼라 블록을 활용

하여 입력 한다. 블록들을 생각의 순서 로 맞추어서 

코딩을 하여 스토리를 구성한다. 입력되어진 코딩에 

한 행동 특성들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

터로 통신한다. 통신되어진 내용은 화면에 활성화된 

캐릭터의 움직임을 통해 유아들에게 코딩에 한 

결과를 보여 다. 유아들은 코딩에 한 결과를 확

인하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력과 수리력

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1 입력부

유아는 다양한 칼라 블록을 이용한 미술과 놀이

를 목하여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한다. 블록은 가

까이 가면 자석을 이용하여 붙을 수  있도록 하며, 블

록끼리 결합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청각  기능을 

추가하여 유아들에게 시청각  재미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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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블록 구조의 활용방안
Fig. 5 Application of block structure

그림 7. CADian3D 입력부 모델링 과정
Fig. 7 Modeling process of CADian3D input

그림 6. 블록 구조
Fig. 6 Block structure

그림 4는 칼라블록 보드 개발 개념도이다. 유아

들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이

야기를 구성하고 개할 수 있다. 

그림 4. 블록 보드 개발 개념도
Fig. 4 Concept of block board development 

캐릭터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면 시작을 선택한 후 

이동을 선택하고 이동의 크기를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림 5는 보드에 사용하는 블록 

구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다. 그림 6은 각 기능별 블

록 구성이다. 그림 7은 CADian3D로 입력부 모델링 

과정이다.

3.2 코딩블록 하드웨어 설계  시제품보드 제작

블록 시스템은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해 동 회

로와 PCB 설계를 한다. 무선통신용 BLE4.0 동  회

로 설계는 Nordic사의 최신 BLE chip인 nRF51822를 

이용한 회로설계하고 Nordic사에서 제공하는 

reference Schematics에 부합되도록 설계하며, USB를 

통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USB to UART chip을 사용

하여 설계한다. USB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Surge

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자 삽입한다.

BLE4.0 동  제작을 한 PCB 설계는 컴퓨터의 

동 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며, 당사에서 요구하

는 크기(60 * 15 mm 이하)에 부합되도록 제작한다. 

주변 USB 포트에 결합된 장비와 간섭이 없도록 최소

한의 폭으로 제작하며, 향후 이스 개발을 고려한 

PCB 외부 설계를 한다. 표 3는 BLE4.0 동  제작과 

PCB 외부 설계이다.

3.3 코딩 블록에 의한 코딩 화면

블록의 조립을 통한 코딩 로그램 구성에 의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하여 캐릭터를 선택하고 행동 특성

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구성한다. 그림 7은 시스템 

화면구성으로 블록을 활용하여 젤리 먹으러 가는 니

모를 시나리오 한 것이다. 시작 이동 종료라는 단순한 

명령을 활용하여 니모라는 물고기는 젤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유아들이 생각하고 블록을 이동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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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E Dongle 
Circuit Design

(b) BLE Dongle 
Circuit Design

(c) Block Module 
Circuit Design

(d) Block Module 
PCB Design

(e) Coding Block 
Prototype Board

(f) BLE Module PCB 
Design

표 3. BLE4.0 Dongle 제작과 PCB 외부 설계
Table 3. BLE4.0 Dongle production and PCB 

external design

하는 것이다. 유아들은 간단한 동작을 활용하여 젤

리를 습득한 후, 화려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들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수 있도록 한다. 

Ⅴ. 결  론

IT 사업가인 빌게이츠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 으로 900억 달러를 차지함으로서 세계 최고의 갑

부로 부상할 만큼  세계 으로 소 트웨어가 활성

화 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다양한 코딩 교육이 활성

화 되고 있으나 물고 빨고 가지고 노는 것에 익숙한 

유아를 한 교육 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7. 시스템 구  화면
Fig. 7 System implementation screen

(a) Animals (b) Alphabet (c) Story

표 4. 구  스토리 사례
Table 4. Implementation story example

본 시스템은 블록을 활용한 조립 놀이 교육 시스템

으로써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블록을 통해 언어 구

조, 연산의 기본원리 학습, 좌뇌, 우뇌 학습이 동시에 

발달 가능한 학습과 놀이 시스템이다. 이를 통한 재미

와 즐거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사고력 확장, 두뇌발달

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유아는 손으로 블록 

놀이를 즐기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무선통신인 

블루투스를 통하여 컴퓨터와 연계가 된다. 컴퓨터 속

에서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이 움직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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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향후 과정으로 드론을 활용한 로그램 교육으로 

발 시킴으로서 유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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