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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로봇의 활용은 학생의 흥미와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지만, 로봇에 대한 구조적인 이
해와 함께 로봇 프로그램의 내부적인 이해를 동시 요구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이 무엇에 의한 오류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시뮬레이션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 시뮬레이션 도구와 비 시
뮬레이션 도구를 적용하고, 사용성 평가와 인식 설문을 통해 시뮬레이션 도구의 교육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적용 결
과, 시뮬레이션 도구의 사용성은 기존의 비 시뮬레이션 도구와 차이가 없었다. 시뮬레이션 도구는 프로그래밍의 결과
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오류를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 로
봇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시뮬레이션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프로그래밍, 로봇 교육,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로봇 시뮬레이션, 사용성

Abstract  The utilization of robots in programming education students the interest and motivation of learning. 
But at the same time the robot is required that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understand the internal 
program(programming). So what problems are caused by error or if the student has difficulty identif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use of simulation tool in robot programming education possibilities will want to 
se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non-simulation tool and simulation tool was 
applied. And usability evaluation and simulation tool, the survey recognized the potential of the educa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usability of between simulation tool and non-simulation tool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nd student can preview the results of programming and simulation tool can easily identify errors 
for recognizing the positive respectively. Based on this results, simulation tool can be utilized in robo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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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그래 은 문가의 고유한 능력에서 21세기에 

구나 배워야 하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1].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로그래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과학

의 날을 제정하는  등 구나 쉽게 로그래 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2]. 한 국, 이스라엘, 인도, 일

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등학생을 상으로 

로그래  교육을 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을 뿐 아니

라 MITx Courses, Kahn Academy와 같은 오 코스웨에

서 로그래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등 로그래  능력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로그래  활동은 높은 수 의 논리  사고와 인지

인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로그래  도구를 사용

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어 등학생이 학습하기에

는 어려운 이 많이 있다[3].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추상 인 로그래 의 개념들을 시각화하여 구체

화된 형태로 직  조작할 수 있는 교육용 로그래  도

구가 개발되었다[4]. 개발된 도구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기반하여 블록이나 타일 모양으로 시각화된 

명령어를 조작하면서 로그래  할 수 있다. 최근에는 

GUI기반의 도구 보다 더 낮은 인지 수 으로, 구체 인 

사물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인 TUI(Tangible 

User Interface)에 기반한 교육용 로그래  도구들이 

개발되었다[5].

로그래  교육에서 로 의 활용은 학생의 흥미와 

심은 물론, 로그래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6][7]. 실생활에서 하는 다양한 사물을 모방

한 로 을 제작하고 로그래 하여 동작시키는 활동은 

학생 스스로 로그래  결과를 물리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효과 인 로그래  학습이다[8]. 로 을 조립

하고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문

제해결력, 논리력,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9]. 그러

나 로 을 활용하는 로그래  활동은 모터의 회 운동

과 상하운동, 주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각종센서, 

로 을 구성하는 임 등의 구조 인 이해와 더불어 

로 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로그래  능력을 동시에 요

구하고 있다[10]. 즉, 로  로그래  활동은 오류 발생

시 로  조립 과정의 문제인지, 로  동작 제어 로그램

의 오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등

학생 상의 로  활용 교육은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 과 동시에, 로  동작의 오류 발생시, 구조

인 문제인지 내부 인 로그램의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

이 학습자 인지 수 에 비해 어렵다는 단 이 있다[11].

로  시뮬 이션 도구는 로  로그램이 실행되는 

결과를 구체 인 로 이 없이도 시각화할 수 있다. 로

의 동작을 물리 인 환경이 아닌 시뮬 이션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생은 로 에 한 구조 인 이해 

없이도 로그래  활동에 집 할 수 있다[12]. 한 

로그램 내용을 로 에 송하기 이 에 시뮬 이션을 통

해 즉각 으로 디버깅할 수 있기 때문에 로  제작과정

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조립이나 제작한 로 의 구조 인 문제 과 

로 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로그램에 한 내부 인 문

제 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다[13]. 로  

활용 교육에서 시뮬 이션 도구는 오류발생의 문제가 구

조 인 것인지, 내부 인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

는 로  시뮬 이션 도구가 일반화되지 않아, 비 시뮬

이션 도구를 통한 학습이 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등학생을 상으로 로  로그

래  교육에 시뮬 이션 도구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즉, 시뮬 이션 도구의 부족한 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비 시뮬 이션 도구와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시뮬 이션 도구의 장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하기 해서, 시뮬 이션 도구를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구조 인 문제와 내부 인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2.1 Light-bot

Light-bot은 로그래 을 처음 하는 보학생들을 

상으로 로그래 의 추상 인 개념인 순차, 반복, 분

기, 함수를 단계 으로 제시하여 정보과학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를 학습하기 한 목 으로 개

발되었다[14]. 학생은 Light-bot이라는 로 이 주어진 문

제를 해결하도록 로그래 을 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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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bot

게임을 하듯이 로그래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생이 작성한 로그

램에 따라 Light-bot이 움직이는 시뮬 이션은 로 의 

구조 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로그래  할 수 있어 

로그래  활동에 집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2.2 Robocode

Robocode는 탱크를 로그래 하고 다른 탱크들과 

을 벌이면서 성능이 우수한 탱크가 승리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시뮬 이션 환경이다[15]. 시뮬 이션 환경 속

에서 물리엔진이 내장되어 회 속도와 이동속도를 계산

하고, 상 방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략을 변경하는 등 

융합 인 요소를 고려한 로그래  활동이 가능하다.

[Fig. 2] Robocode

2.3 USARSim

USARSim(Urban SeArch and Rescue Simulator)은 

사고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가상으로 상정하고 로 을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탐색하는 시뮬 이션 환경

이다[16]. 실제의 환경에서 로 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이

에 안 한 가상의 환경에서 로  로그램의 결과를 

효율 으로 테스트 할 수 있다.

[Fig. 3] USARSim

한 이족보행로 과 같은 고가의 로 을 시뮬 이터

로 체하여 로 을 구입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경제 이다. 로 축구와 같이 여러 의 로 을 연동하

여 로그래 을 하는 경우, 손쉽게 결과를 확인하여 

로그램의 수정과 개발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Fig. 4] Robostage graphical interface

2.4 Rtoys

Rtoys는 학생이 그린 그림이 로그래 을 통해 움직

이는 스 치기반 로  시뮬 이션 도구이다[17]. 학생이 

그린 그림과 동일하게 로 을 조립하여 로그램을 다운

로드하면, 실제의 로 도 시뮬 이션의 결과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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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toys

Etoys는 타일 스크립  방식으로 등학생의 인지 수

에 한 도구로 시뮬 이션이 가능한 교육용 로그래

 도구이다[18]. Rtoys는 Etoys에 기반으로 개발되어  

로 에 다운로드하여 결과를 확인하기 이 에 시뮬 이

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학생

들과 로그래  방법과 내용에 해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등의 동을 할 수 있다. 한 로  로그래

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물리 인 차원의 로  조립의 

문제인지, 로그램의 논리의 문제인지를 구분하여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기존에 개발된 로  시뮬 이션 도구들은 부분 

JAVA, C++, C#과 같은 고 언어로 로그래  하는 환

경으로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로  로그래  교육

에 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등학생의 수 을 고려하여 GUI방식의 쉬운 사용을 

제공하고, 로  시뮬 이션과 실제 로 제어가 가능한 

Rtoys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시뮬 이션 도구의 로그래  교육에서 사용 가능성

을 확인하기 한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연구 상

은 등학생으로 한정하 다. 즉, 경기도 소재 S 등학교 

5～6학년 총 28명을  상으로 로 을 활용한 로그래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다. 학생들의 배경변인은 5

학년 12명, 6학년 16명이다. 사 에 로그래  교육에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0명(71.4%)이었고, 평균 15개

월 정도 로  제어 로그래  학습 경험이 있었다. 로

그래  경험이 있는 학생들 모두 로 을 제어하는 텍스

트방식의 로그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비 시뮬 이션 도구에 익숙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Categories
under 

1year

1～2

years

2～3

years

over

4years

Frequency

(%)

9

(45.0%)

7

(35.0%)

3

(15.0%)

1

(5.0%)

<Table 1> Period of programming education

3.2 실험설계

28명의 학생을 남녀의 비율과 학년의 비율을 동일하

게 고려하여 14명씩 A반과 B반 2개로 구성하고, 동일한 

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시뮬 이션 도구가 있는 

경우와 시뮬 이션 도구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2회 수

업하 다.

G1 O1 X1 O2 X2 O3 O4

G2 O1 X2 O3 X1 O2 O4

G1 : Experiment Group A
G2 : Experiment Group B
X1 : Robot programming class using Simulation Tool
X2 : Robot programming class using non-Simulation Tool
O1 : Pre-test
O2 : Usability of Simulation Tool
O3 : Usability of non-Simulation Tool
O4 : Perception of Simulation Tool

<Table 2> Experimental set

3.3 연구도구

3.3.1 로봇키트

로 키트는 완제품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의 부품을 

다양하게 조립하고 로그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

들이 익숙한 R사의 O로 키트를 선택하 다.

Categories
O robot

kit

D robot

kit

T robot

kit
Etc

Frequency

(%)

10

(50.0%)

6

(30.0%)

4

(20.0%)

6

(30.0%)

<Table 3> Previous learning experience in robot kit

3.3.2 시뮬레이션 도구

시뮬 이션 도구는 Etoys를 기반하여 개발된 Rtoy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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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Rtoys는 로그래  결과를 로 에 다운로

드 하지 않고 화면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로 을 조립한 이후에는 로 에 Rtoys에서 작성한 

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면, 시뮬 이션과 동일하게 로 이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Simulation tool

3.3.3 비 시뮬레이션 도구

비 시뮬 이션 도구는 실험에 사용한 로 키트를 제

작하는 회사가 개발한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 다. 

 단 로 로그램을 작성하여 로 에 다운로드 후 결

과를 로 의 움직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로그래  도

구이다. 

[Fig. 7] non-Simulation tool

3.3.4 설문도구

설문은 수업 에 학생의 로 교육에 한 경험을 설

문하고, 수업 간에는 시뮬 이션 도구와 비 시뮬 이

션 도구의 사용성을 설문하 다. 사용성 설문도구는 

‘fun’, ‘easy’, ‘attractive’, ‘useful’을 변인으로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19][20].

Categories fun easy attractive useful

Cronbach’s α .85 .70 .86 .77

<Table 4> Reliability of research tool

두 도구(시뮬 이션 도구와 비 시뮬 이션 도구)를 모

두 사용한 이후에 둘  하나의 도구를 선택하는 설문을 

진행하 고, 시뮬 이션 도구의 장 에 한 학생의 인

식을 조사하 다.

4. 연구결과

4.1 도구의 사용성

동일한 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시뮬 이션 도

구를 사용한 경우와 시뮬 이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한 이후, 로그래  도구에 한 

사용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비 시뮬 이션 도구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4  이상으로 나타났고, fun(4.64 ), 

useful(4.48 ), easy(4.25 ), attractive(4.36 ) 순이었다. 

시뮬 이션 도구의 경우, fun(4.54 ), useful(4.00 ), 

attractive(3.95 ), easy(3.81 )  등으로 비 시뮬 이션 

도구에 비해 모든 면에서 낮은 사용성을 나타내었으나,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 

Categories fun easy attractive useful

non-Simulation 

tool

4.64

(0.87)

4.25

(0.90)

4.36

(0.87)

4.48

(0.81)

Simulation

tool

4.54

(0.74)

3.81

(0.96)

3.95

(1.00)

4.00

(0.87)

<Table 5> Usability of the tool

4.2 교육 경험에 따른 도구의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70% 이상이 비 시뮬 이

션 로그래  학습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로그래  경험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 시

뮬 이션과 시뮬 이션 도구에 한 사용성을 분석하

다. 6개월 미만인 학생과 6개월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생

은 각각 14명이었다. 먼  비 시뮬 이션 도구에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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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tegories

under

6 month

over

6 month t p

M(SD) M(SD)

fun 4.50(1.09) 4.79(.58) .865 .395

easy 3.90(1.02) 4.60(.60) 2.714 .039

attractive 4.05(1.06) 4.67(.49) 1.982 .058

useful 4.25(1.01) 4.71(.47) 1.555 .132

<Table 6> Usability of the learning experience in 
non-Simulation tool

교육 경험에 따른 비 시뮬 이션 도구에 한 사용성 

평가 결과, ‘fun’ 부분은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집단이 

4.79로, 6개월 미만 집단의 4.50에 비해 높은 수를 나타

냈으나,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 어느 정도 쉽게 느끼는

지에 한 ‘easy’는 6개월 이상이 4.60, 미만인 집단은 

3.90으로 유의수  .05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교육 경험이 오래인 집단이 도구에 해 쉽게 인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도구의 매력성이나 사용의 용이성

에 해서도 통계  차이는 없지만, 6개월 이상의 교육경

험을 가진 집단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징 인 것은 6개월 

미만인 집단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편차가 1  이상이

다. 반면에 6개월 이상인 집단은 .60 미만의 편차를 보여

서, 학생들 간 도구에 한 편차가 었다. 즉, 6개월 미

만인 학생들은 fun, easy, attractive, useful 모두 정

인 인식과 부정 인 인식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고 해

석할 수 있다.

Categories

under

6 month

over

6 month t p

M(SD) M(SD)

fun 4.57(.47) 4.57(.70) .000 1.000

easy 3.80(.77) 4.13(.81) 1.072 .294

attractive 3.70(.86) 4.21(1.08) 1.416 .169

useful 3.82(.86) 4.18(.87) 1.088 .287

<Table 7> Usability of the learning experience in 
Simulation tool

<Table 7>은 시뮬 이션 도구에 한 사용성 평가이

다. ‘fun’의 경우, 두 집단 간 평균이 동일하 다. 반

으로 6개월 이상인 집단의 사용성 평가가 정 이었고, 

6개월 미만인 집단의 평가 수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 편차의 경우, 비 시

뮬 이션 도구에서와는 달리, 6개월 미만인 집단이 6개

월 이상인 집단에 비해 더 은 값이었다. 

두 도구를 모두 사용한 이후, 둘 의 하나의 도구만을 

선택하는 선호도에서는 비 시뮬 이션 도구(64.3%)를 시

뮬 이션 도구(35.7%)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  로그래  교육의 경험

이 있는 학생의 반 정도가 R사의 로 을 제어하는 비 

시뮬 이션 도구로 이미 교육을 받은 이 있어, 시뮬

이션 도구보다 더 친숙하게 받아들려 결과가 나타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시뮬레이션 도구의 인식

시뮬 이션 도구를 사용한 수업 이후, 로그래 한 

결과를 로 에 다운로드하기 이 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활동에 해 설문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Questions
M

(SD)

1
I download the program to the robot, R-toys 
preview the movement of the robot in the 
activities of interest

4.61

(0.74)

2
R-toys preview the movement of the robot due 
to the easy of action

4.43

(0.79)

<Table 8> Awareness of robot simulation tool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뮬 이션 도구를 활

용한 활동은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리 확인함으로 

인한 편안함과 용이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

계 척도 뿐 아니라 개방형에서도 학생들로부터 시뮬 이

션 도구에 해 다음과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mments N

Know in advance the error can be fixed before  

download. / Can know in advance how the problem can 

be understood moves.

14

I could correct program. 8

<Table 9> Comments for robot simulation tool

분석결과, 시뮬 이션 도구는 사 에 로그래  결과

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오류를 일 수 있고, 시간을 

약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정 으로 인식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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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이는 로그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수정하는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어 알고리즘을 수정

하고, 로그래  활동에 집 하여 로그램을 구 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등학생용 로그래  학습은 교육용 로그래  언

어를 사용하거나, GUI, TUI 등과 같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는 비 시뮬 이션 형태의 도구들이 로그

래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등학생

을 상으로 하는 로  로그래  교육에 시뮬 이션 

도구를 용가능성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되었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28명의 등학교 5, 6학

년을 상으로 시뮬 이션 도구를 활용한 로  로그래

 수업과 비 시뮬 이션 도구를 활용한 로  로그래

 수업을 제공하 고, 도구의 사용성(fun, easy, 

attactive, useful)과 도구의 인식에 해서 설문하 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교육 경험에 따라 비 시뮬 이션 도

구에 한 사용성은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 다. 그러나 

시뮬 이션 도구는 교육 경험에 구분 없이 사용성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비 시뮬 이션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체의 70%이상으로 시뮬 이션 도구는 

처음 하는 학생들이었다. 사용성에 한 결과만을 토

로 하면, 비 시뮬 이션 도구의 사용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교육 경험이 은 학생들은 사용성에 

한 편차가 교육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 비해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즉 비 시뮬 이션 도구의 경우, 도구에 한 

호불호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뮬 이

션 도구의 경우, 교육 경험에 구분 없이 통계 으로 차이 

없는 사용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뮬 이션 도구에 한 인식 분석 결과, 시뮬

이션 도구가 로그래  활동에 집 을 할 수 있도록 도

움을 다고 하 다. 비 시뮬 이션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어들고 있다. 를 들면, 로 의 동작

에 문제가 발생하면 로그램의 문제와 로 의 구조 인 

문제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은 시뮬 이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었다. 로  로그래  활동에서 로그래  결

과를 로 에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는 디버깅 시

간이 감소하여 로그래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시뮬

이션 도구의 활용이 로그래  한 내용과 결과를 즉

시 으로 동기화 할 수 있어 교육 경험이 많지 않아도 쉽

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로그래  활동에서 시뮬 이션 도

구의 사용 경험에 따른 로그래  시간, 문제해결의 유

무 등의 구체 인 교육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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