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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이 연구는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STEAM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STEAM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두이노의 조작능력 및
중력 가속도에 대한 이론과 여러 가지 발명 기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10차시의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100명에게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학생들은 발명 교육 프로
그램의 투입 전과 투입 후를 비교하였을 때,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
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아두이노의 여러 가지 센서를 자기주도적으로 활
용하고 있었으며, 낙하 물체를 다양화하고, 아두이노의 컨트롤을 다양화 하였다. STEAM
에 대한 태도에서도 역시 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하여 하위영역인 ‘인식’, ‘능력’, ‘가
치’, ‘흥미지속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연구결과,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발명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과학에 대한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중요해지고 있는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에 관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
을 것이며, 아울러 STEAM 교육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서론
중력가속도는 약 3000년 전에 Galileo가 물체가 어떻게 낙하하는가를 연구하면서 낙하
시에는 중력가속도라는 일정한 값의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데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여러 자연현상 중 운동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실험으로 뉴턴역학의 중요한
실험적 사실이 되었다. 사실 중력가속도는 일정한 값이 아니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동
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중력가속도 값은 측정과학(metrology), 지
구물리학(geophysics), 측지학(geodesy) 등 여러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양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력측정은 정확한 중력가속도 값을 알고 있는 중력점(gravity scale)
에 대해 교정된 상대중력가속도계를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형식의 상대가속도계는 중력
변화에 비례해서 변하는 변형량(strain)을 측정한다. 이때 지시값은 바로 중력으로 표시
되지 않으므로 알고 있는 중력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원리상 중력가속도 측정은 간단하
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진자를 이용하나 중력가속도 측정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자유낙하를 이용한 절대측정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초·중·
고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중력가속도는 실험이 어려우므로 그 측정이 교과서에 빠진 예
가 많고, 단순히 이론을 확인하거나 실험을 하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실험으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손쉽게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보교육이 지난

2007년 정보통신 기술 운영지침 폐지 이후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강화
하는 개정교육과정의 변화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활용 능력보다는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따
라서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핵심 영역으로 프로그래밍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학습은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리 능력
이 우수한 학생이 일반 학생들보다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보다 우수한 결과 또는 높은 동
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이 보통교육으로써 의미를 갖고 미래 핵심
역량으로 모두가 갖추어야할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수리·논리 능력이 우수
한 학생뿐만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도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로봇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은 기존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환경을 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프로그래밍이 필수화되는 시점에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과학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는 아두이노
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 장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중력가속도
측정 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제어하는 아두이노 명령어를 설계하게 된다.
또한 정밀한 중력가속도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변수 및 실험 조건에 대하여 탐구하게 된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STEAM 교육에서 중력 가속도 측정과 관련된 활동
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연습하여 교과 간 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차
시

1

2

학습영역

아두이노 기초영역1

아두이노 기초영역2

학습주제
·아두이노의 이해

·아두이노의 설치 및 기초 활용방법 알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브래드 보드의 사용 방법 및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개념

기존 개념 익히기

·아두이노 센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아두이노 센서의 종류 및 간단한 기능 확인하기

LED 점화
·아두이노 코드 작성
방법의 기본 이해

3

발명교육

5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LED 켜보기
·아두이노의 코드 작성 방법 및 코드의 기본 요소 익
히기

·여러 가지 발명 기법

·여러 가지 종류의 발명기법 방법을 익히고 간단한

의 종류

실습 해보기

·세상을 바꾼 발명품 조사

·세상을 바꾼 발명품에 적용된 발명기법 알기

·아두이노의 여러 가
4

학습내용

아두이노 기본영역1

지 센서 조작 방법 및

아두이노 기본영역2

기초코딩
·코드 작성의 심화 이해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초음파, 조도, 가속도) 활용 방
법 및 코드 작성 방법 익히기
·조건문 이해하기, 변수 지정 방법 이해하기

6

중력가속도
측정방법 탐구

7

중력 가속도 측정장
치 개발1

8

중력 가속도 측정장
치 개발2

9

중력 가속도 측정장
치 개발3

중력 가속도 측정장
10
치 작동

·중력

가속도의

여러

·현재 과학실험이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가지 측정 방법의 이해
·중력 가속도 측정장

중력 가속도 측정 방법 조사하고 이해하기
·토의, 토론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설계하기

치 설계하기
·중력 가속도 측정장

(아두이노 센서 활용을 중심으로)
·토의, 토론을 통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설계하기

치 설계하기
·중력 가속도 측정장

(아두이노 코드 작성을 중심으로)
·아두이노의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치 만들기
·개발한 중력 가속도 측

측정장치 만들기
·개발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를 시연하고 정확성 및

정장치의 시연 및 작동

아이디어의 창의성 토론하기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STEAM 교육 프로그
램의 기본 제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두이노의 모든 기능을 익히되, 기본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센서를 바탕으로 STEAM 교육을 실시 하였다. 아두이노를 통한 메
이커 운동이나 교육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센서의 종류 및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
라서 그만큼 새롭게 학습해야 하고 응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초등과학영
재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센서 활용을 지양하고, 아두이노 기본 키트에 나오는 센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교
육하였다. 둘째, 장치 개발의 창의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
등과학영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치
의 작동 및 코딩 활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영재 학생들의 창의성 발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과학영재 학생들의 토론 활동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측정장치를 새롭게 생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을 기반으로 한 프로
그램을 설계하고 매 차시마다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은
문제 상황 탐색, 문제규정, 아이디어 생성, 해결책 발견으로 단계가 나누어지는 4단계 모
형 틀을 활용하였으며, 최숙영, 김세민(2016)이 제안한 것이다. 아래는 최숙영, 김세민
(2016)이 제안한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의 단계 및 단계별 세부 교수학습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단계
문제 상황 탐색
문제규정
아이디어 생성
해결책 발견

교수학습 활동
· 문제의 맥락을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한다.
· 문제의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 문제 상황에서 분석된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간추린다.
· 문제를 규정하는 진술문 작성한다.
·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 아이디어들 간의 연산, 유추,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련성을 찾는다.
· 생성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다.
·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차시별 학습 내용은 위의 차시별 표의 내용과 같다.
학습 내용은 크게 아두이노의 활용적인 측면을 다룬 아두이노 영역과 중력 가속도의
일반적인 측정 방법 및 기본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는 영역 그리고 발명 기법의 기초
를 알려주는 발명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아두이노 영역은 장치의 설계 방법 및 기본
이해에서 시작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개념, 브래드 보드의 사용 방법 등을 처음 학
습하게 된다. 그 다음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LED를 켜보게 되고, 코드의 기본 요소를
익히면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의 전반적인 감을 익힌다. 그 후 초음파 센서, 조도
센서, 가속도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들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한 뒤, 아두이
노의 상급 코드 작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조건문 이해하기, 변수 지정 방법 이
해하기 등 실질적으로 센서를 작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코드를 익히게 된다. 중력 가속
도 장치를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아두이노의 센서 활용 부분과 코드 활용 부분을 나누
어 학습하는데, 좀 더 정밀한 탐구가 가능하도록 나눈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력 가속도 영역에서는 과학실험
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에 대한 이론적인 조사와 내용적인 이
해 측면을 다루게 된다. 학생들은 이 영역에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내용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발명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더하기 기법과 빼기 기법, 생각 바꾸기 기법들
을 학습하고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의 예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적용된 발명 기법을 탐
구하게 된다. 이 영역에서 학생들은 생각을 뒤집어 보거나 남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통
하여 발명을 생각하게 되고, 창의적인 안목을 기울 수 있는 기초를 정립한다. 마지막
차시에 진행하는 시연과 아이디어의 창의성 토론은 직접 학생들이 제작한 장치를 작
동하게 되며, 학생 각각의 작품이 나타나는 특성 및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하는 장을
가지게 된다.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수행 결과
총 10차시
2019. 9. ~ 2019. 10.
안동 송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 총 100명 예정
7월 3일, 2개 학급(52명) 실시 완료
10월 26일, 2개 학급(52명) 실시 완료
10월 26일 실시 완료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해당 없음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프로그램이 창의적 문
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영역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사전-사후 검사 결과
하위영역
특정 영역
기능·기술의
이해 및

N

100

구분

M

S.D

사전

3.10

1.17

사후

3.47

1.0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3.05
3.57
3.01
3.52
3.25
3.75

1.21
1.88
1.08
.84
1.22
.90

t

p

-3.36

.001

-3.05

.004

-3.36

.001

-3.04

.004

숙달 여부
확산적 사고

100

비판적 · 논리적 사고

100

동기적 요소

100

통계 처리는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4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평균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아두이노의 여러 센
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긍정적
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영역 기능·기술의 이해 및 숙달 여부는 평균이 0.37 증가하였다. 확산적 사고 영역은
평균이 0.52 증가하였으며, 비판적·논리적 사고는 0.51 증가하였다. 동기적 요소 영역
은 평균이 0.50 증가한 값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변화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발명 교육 프로그램
수업이 끝난 후 학생 10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학생들이 공통적으
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간추려 정리하였다.
1)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학생 A: 아두이노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듣고 만들
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조도센서를 통해 제작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잘 안되어서 다
른 센서를 찾다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제작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려
고 친구들과 의논했던 것 같아요.
학생 B: 저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제작을 해야한다고 친구들과 토론을 했었는데,
결국 다른 친구들이 포토 인터럽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내어서 그걸 따
랐던 것 같아요.
학생 C: 센서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아두이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
도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가지 센서 밖에 사용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다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학생 E: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려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비록 가지고 있는 센서가 한정적이긴 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고 교육한 센서의 활용 방법을 넘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도 활발하게 하면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보였
다. 교사는 수업 시작 전 설명할 때 몇 가지의 한정된 센서만 제시하고 회로 연결 방법 및 코드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제시한 센서 및 교육 받은 코드를 넘어서 새로운 센서를 활용하
거나 적극적으로 코드 응용을 실시하여 더욱 질 높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발명 교육을 지
향하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 중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증가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2) 낙하하는 물체 및 상황을 다양하게 해보았어요.
학생 B: 저는 낙하하는 물체를 이용하여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다른 조들
이 많이 활용하는 구슬이나 공으로 하기보다는 포토 인터럽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투
명한 것과 테이프 붙인 검정 부분이 교차하면서 지나가게 하였어요.
학생 F: 저는 구슬을 이용하여 낙하하도록 하였는데, 구슬이 낙하를 정확하게 일직
선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슬이 낙하할 때 투명한 관을
통과하도록 하였어요.
학생 H: 전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석을 낙하시켜 보았어요. 신호를 주면 자
석이 낙하하는 상황을 꾸며보았어요.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에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요한 구성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낙하하는 물체 및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구슬이나 공을 단순
하게 낙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위의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들은 다양한 물체를 중
력 낙하 실험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응용하고 있었
다.
나. STEAM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 집단에 적용하여 STEAM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로 t-검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STEAM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전-사후 검사 결과

하위영역

N

인식

100

능력

100

가치

100

흥미지속성

100

구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3.45
4.00
3.47
4.05
3.27
3.95
3.42
4.05

S.D
1.03
.90
1.10
.98
1.19
1.10
1.12
.92

t

p

-3.90

.000

-3.60

.000

-3.41

.001

-2.54

.007

STEAM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인식’, ‘능력’, ‘가치’, ‘흥미지속성’ 영역 모두에
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식 영역은 평균이 0.55 증가했고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 능력 영역은 평균이 0.58 증가하였으며, 가치 영역은 0.68 증가하였
고, 흥미지속성 영역은 0.63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이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혹은 과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생 A: 중력 가속도의 개념이 어렵고 어떻게 측정할지 막막한 생각도 들었는데, 막
상 만들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재미있었어요.
학생 B: 과학 영재반에 속해있지만 그동안 물리가 가장 어렵고, 싫은 과목 중 하나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학생 C: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두이노를 계속해서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새로운 장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D: 컴퓨터를 통해서 실험 장치를 제작하는 것에 그다지 깊은 생각을 못 했었
거든요. 예를 들어 필요 없다는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생
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학생 E: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리고 속력 측정장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F: 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두이노의 센서를 통해서 저의 야구공 속력을
측정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았아요.
학생 G: 전 사실 영재반에 있었지만, 과학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과학자와 같이 장치도 만들고 실험도 해보니깐, 과학이 더욱 재미있어지는 느낌
이에요. 과학 성적도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어요.
학생 H: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친구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요. 지금까지는 좀 잘난 척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학은 한 없이 무궁무진하고 잘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느꼈어요.
학생 I: 친구들과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노벨상이나 대
단한 과학자 일수록 혼자서 결과를 이룬 경우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J: 중력 가속도라는 말 자체를 저는 몰랐었어요. 중력은 들어봤는데, 중력 가속
도는 뭔가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잘 알 것 같아요. 물리나 우주과학에 대해 관
심도 많이 생겼어요.
학생들은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를 통하여
과학의 생소한 내용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여러 실험 장치
만들기의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STEAM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보였고, 그를 통한 대인관계 능력 강화 및
협동적 측면에서의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과학에 대한 태도 영역의 전반적인 향
상이 눈에 띄었다. 따라서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
들기 발명 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현재 세계 정보화의 중심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T 기
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어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
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을 의미한다(Klaus Schwab, 2016).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와 부합하게 발명 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신장은 오늘날 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교육적 목표 중 하나이며, 다양한 문제를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다(김형욱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STEAM
교육 프로그램 10차시를 개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
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STEAM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현장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10차시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학생 흥
미도와 피지컬 컴퓨팅 교육 내용에 알맞은 주제를 선정한 후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 내용 검토 및 수정을 거쳤다. 또한, 교사들이 현장에서 초등학생들
을 수월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용 학습지, 교사용 지도서를 패키지 형태로 제작하였
다.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했거나, 다른 서적에서만 접하였던 중력 가속도 실험
을 직접 제작한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할 수 있고, 코딩 및 회로 연결을 통해서 피지
컬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어,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및 STEAM에 대한
태도 향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STEAM 교육 프
로그램 학습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관련된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수준에 향상을
보였다. 특히 특정 영역 기능·기술의 이해 및 숙달 여부와 비판적·논리적 사고가 가장 유
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중력 가속도 장치를 만들기 위한 아두이노 코딩과
여러 센서를 연결하는 회로 설계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기능, 기술의 이해 및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라 분석된다. 학생들과의
사후 면담에서도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고, 낙하 물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아두이노
의 컨트롤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의 창의력을 보였다. 이는 제작과정에서 학생들이 활발
하게 토론하고 충분한 생각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바이다. 이는 엔트리와 아두이노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라채림(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활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장치’ 만들기 STEAM 교육 프
로그램이 STEAM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영역인 ‘인식’, ‘능력’,
‘가치’, ‘흥미지속성’ 영역 모두에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

었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생들과의 사후 면담에서도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가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업의 진행 과정
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많이 끌어내었으며, 물리 교과 및 아두이노 활용 부분에서
자신감도 많이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적이고 폭 넓은 일반화를 위
하여 다양한 학교급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적용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STEAM에 대한 태도를 단일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하지만 보다 넓은
효과성과 적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을 검증해보고, 단일집단에 한정하지 말고 비교집단 검사와 같은 대상의 다
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두이노와 피지컬 컴퓨팅 장치를 통한 발명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생각하
여야 한다. 아직까지 교육 현장은 피지컬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보 교과의 도입이나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중요성이 강조된 컴퓨팅 사고력 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좀 더 다
양한 피지컬 컴퓨팅 관련 발명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붙임

STEAM 프로그램 학생 참고자료

1.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전 차시 활용 가능

1) 초음파센서 안내
초음파센서는 초음파를 이용해 사물이나 벽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센서이다. 초음파를 이
용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발사하는 부분과 초음파를 받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은 한 부분만으
로 초음파를 발사하고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HC-SR04라는 모델이다.

그림 1.

사용된 초음파 모델

초음파센서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Trig라고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전압이
HIGH가 되면 초음파가 발사된다. 초음파는 일정한 속도로 똑바로 날아가는 성질이 있다. 따
라서 초음파센서 앞에는 사물이나 벽을 향해 날아간다.

그림 2.

벽으로 초음파 발사

만약 발사된 초음파가 사물이나 벽에 부딪히면 초음파는 발사되는데, 경우에 따라 초음파
가 발사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초음파센서에서
Echo라고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초음파가 돌아오는 곳을 감지한다.
처음에는 이 부분의 전압이 LOW로 되어 있다. 만약 발사된 초음파가 그림 3와 같이 Echo
부분으로 돌아오면 Echo 부분의 전압이 HIGH가 된다. Echo 부분의 전압이 바뀌는 것을 통
해 초음파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되돌아오는 초음파

거리는, 처음 초음파를 발사했을 때부터 초음파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어
계산할 수 있다. 예로 초음파가 1초 1미터씩 간다고 가정을 한다. 그런데 초음파가 돌아온 시
간이 10초가 걸렸다. 그렇다면 초음파는 10×1=10미터를 날아갔다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반
사되어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10미터를 반으로 나눈 5미터가 바로 사물가지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센서는 이와 같이 거리를 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초음파의
거리를 재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2) 아두이노 설계에 사용되는 함수 및 변수 설명
가) delayMicroseconds 함수
delayMicroseconds 함수는 delay 함수보다 더 미세하게 아두이노 보드를 멈출 때 사용하
는 함수이다. 단위로 마이크로초를 사용하는데 delay 함수에서 사용하는 밀리초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이다. 1 마이크로초가 0.001 밀리초를 뜻하고 초로는 0.000001초를 뜻한다. 그만큼
초음파센서는 미세한 시간 단위로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delayMicroseconds 함수를 사용한
다. 표1은 함수의 사용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delayMicroseconds()
구조
매개변수
반환 값
사용 예

아두이노 보드를 일정 시간 멈추는 함수
delayMicroseconds(멈출 시간)
멈출 시간: 단위는 마이크로초로 1마이크로초는 0.001 밀리초 또
는 0.000001초를 뜻함
없음
delayMicroseconds(2);

//

아두이노

보드를

0.002

밀리초

(0.000002초) 멈춤
표 1 . delayMicroseconds 설명

나) pulseIn 함수
pulseIn 함수는 디지털 입력 핀의 전압이 LOW 또는 HIGH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는
함수이다. 초음파센서의 Echo 부분의 전압이 처음에 LOW로 되어 있다가 초음파가 돌아오면
HIGH가 되는데, 이 pulseIn 함수로 Echo 부분의 전압이 HIGH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
는 것이다. 초음파센서와 pulseIn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을 재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

은 아니다. pulseIn 함수는 최대 1초동안 전압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데 만약 1초가 지나도
전압이 바뀌지 않으면 0을 반환한다. 따라서 duration 변수 값이 0인지 확인해 시간을 재는
것이 실패했는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실패했다면 return을 사용해 loop 함수가 종료되도록
만든다.
해당 디지털 입력 핀의 전압이 LOW 또는 HIGH가 될 때까지 걸
pulseIn()

린 시간을 재는 함수이다. pulseIn 함수를 사용하려는 핀은 꼭

구조

pinMode 함수를 이용해 입력 모드로 설정해야한다.
pulseIn(핀 번호, 전압)
핀 번호: 전압이 바뀌는 시간을 재고자 하는 핀 번호

매개변수

전압: 바뀌는 전압을 뜻함. 만약 HIGH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려면 전압 부분에 HIGH를 입력해야함.
바뀌는데 걸린 시간: 전압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을 마이크로초

변환 값

사용 예

기준으로 반환한다. 만약 1초동안 기다렸는데도 전압이 바뀌지
않으면 0을 반환함.
long duration = pulseIn(3, HIGH); // 3번 핀의 전압이 HIGH
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 duration 변수에 넣음.
표 2.

pulseIn 설명

다) long형 변수 및 distance 변수
시간을 재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duration 변수에 걸린 시간이 들어가는데 마이크로초
단위로 들어온다. 마이크로초 단위의 큰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int형 변수에 담을 수 없고
int형보다 큰 long형 변수에 담아야한다. HC-SR04 초음파센서에서 발사되는 초음파는 29.1
마이크로초마다 1cm를 이동한다. 따라서 초음파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에서 29.1를 나누면
이동한 cm 거리가 된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야한다. 이
렇게 계산된 cm 거리가 distance 변수에 들어간다.

3) 아두이노 기본 회로 설계

그림 4.

아두이노 기본 회로

본 연구에서 중력가속도 측정을 위하여 구성한 아두이노 기본 회로는 그림4과 같다. 필요한
준비물은 초음파센서 2개, 저항2개, 아두이노 우노 보드, LED전구 이다. 왼쪽의 초음파 센서
에서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포착하여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를 time1으로 정의한다. 지나
간 물체는 오른쪽 초음파센서를 지나가면서 시간을 기록하는데 time2로 정의한다. 두 초음파

사이의 거리를 distance로 하면 위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물체의 속력을 계산하게 된다. 아두
이노를 통하여 계산할 속력에 관한 식은 distance/(time2-time1) 이다. 그림 5은 아두이노
기본 회로 설계에 의하여 구성한 실제 아두이노 회로이다.

그림 5.

실제 아두이노 회로 그림

4)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한 코드
항목

내용

setup()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초기화 실행

loop()

외부 또는 내부 명령어 순차 실행
표 3.

아두이노 기본 실행 명령어

일반 C 언어
# i n c l u d e ,

하드웨어 명령어

선행문

pinMode()

Digital IO의 입·출력 설정

데이터형
조건문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부울연산자

delay()
digitalWrite()
digitalRead()
analogRead()
analogWrite()

지연시간
Digital IO핀에 데이터 출력
Digital IO핀 입력값 읽기
Analog Pin 입력값 읽기
Digital IO PWM 데이터 출력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1/1000

&, |, ^

비트연산자

millis()

초단위로 측정 후 결과를 알려

++, +=

증가연산자

bitset(), bit()

줌
비트데이터 처리 함수

--. -=

증감연산자

#define
int, word
if, while
+, -, *, %
==, !=, <
&&, ||, !

<<, >>

비트쉬프트

sizeof()

함수
표 4.

기타 명령어
S

e

r

myservo;
println()

v

o

서보 데이터 타입 선언
값 출력 명령어

아두이노 프로그램 명령어

표 3과 표 4는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기본 실행 명령어와 프로그램 명령어를 나타낸 것이

다. 위의 제시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초음파 센서가 물체의 이동을 감지하였는지 감지 못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LED를 함께
연결하였으며, 물체의 이동을 감지하였을 때는 불이 깜빡거리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초음파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물체를 인식 못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류나 오차를 최
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초음파 감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 5 코드는 자유 낙
하하는 물체의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한 코드이다.
int echoPin1=6;
int triggerPin1=7;
int ledPin1=5;
int echoPin2=3;
int triggerPin2=2;
int ledPin2=4;
unsigned long time1=0;
unsigned long time2=0;
float distance=10;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ledPin1, OUTPUT);
pinMode(ledPin2, OUTPUT);
pinMode(triggerPin1, OUTPUT);
pinMode(triggerPin2, OUTPUT);
pinMode(echoPin1, INPUT);
pinMode(echoPin2, INPUT);
}
void loop()
{
digitalWrite(triggerPin1, LOW);
digitalWrite(echoPin1, 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triggerPin1, 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gerPin1, LOW);
unsigned long duration1=pulseIn(echoPin1, HIGH);

float distance1=duration1/58.0;
if(distance1<10)
{
digitalWrite(ledPin1, HIGH);
time1=millis();
}
else digitalWrite(ledPin1, LOW);
delay(5);
digitalWrite(triggerPin2, LOW);
digitalWrite(echoPin2, 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triggerPin2, 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gerPin2, LOW);
unsigned long duration2=pulseIn(echoPin2, HIGH);
float distance2=duration2/58.0;
if(distance2<10)
{
digitalWrite(ledPin2, HIGH);
time2=millis();
}
else digitalWrite(ledPin2, LOW);
delay(5);
if(distance1<10 && distance2<10)
{
float velocity=distance/(time2-time1);
Serial.println("Velocity: "+String(velocity));
Serial.println("time1: "+String(time1)+"time2: "+String(time2));
}
}
표 5.

순간속력을 구하기 위한 기본 코드

5)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장치 구성 및 측정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장치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낙하할 물체
(쇠구슬, 구슬), 철제 스텐드, 낙하할 물체가 타고 내려가는 아크릴관,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길이를 잴 수 있는 자, 클램프 2개가 필요하다.
그림 6에서와 같이 먼저 클램프 2개를 철제 스텐드와 연결한다. 이 때 정확하게 철제 스텐
드의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하고, 클램프 2개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어 아크릴관을 끼울 때 정
확하게 지표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그림 7은 클램프 연결 후 아크릴관을 연결하는 장면이
다.

그림 6.

그림 7.

철제 스텐드 설치 장면

아크릴 관 연결 장면

아크릴관 연결 후 철제 스텐드의 바닥에서부터 아크릴관 위쪽 부분까지 그림 9 에서와 같이
자를 부착하여 낙하하는 물체의 초기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

철제 스텐드에 자 부착 장면

기본 실험장치의 구성이 끝나면 아두이노를 철제 스텐드 바닥에 설치하여 물체가 바닥에 닿
기 전 속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완성된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장치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완성된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장치

1) 조도센서 안내
조도센서는 주위 밝기 정도를 알려주는 센서이다. LED처럼 크기가 3, 5, 12mm 등 다양
하다. 또 조도센서는 일종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밝기에 따라 값이 바뀌는 저항인 것
이다. 주위가 밝으면 저항 값이 감소하고, 어두우면 저항 값이 증가한다. 조도센서와 아날로그
입력으로 지나가는 전류를 확인해 주위의 밝기를 알 수 있다. 만약 저항 값이 낮아져 전류가
많이 흐르면 주위가 밝은 것이고, 저항 값이 높아져 전류가 적게 흘러 주위가 많이 어둡다는
뜻이다.

2) 아두이노 기본 회로 설계 및 작동 원리
조도센서를 활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회로 설계는 다음과 같다. 작동 원

리는 중력을 따라 자유낙하 하는 물체가 첫 번째 조도센서 앞을 지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
두워지게 될 것이고, 저항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를 포착하여 순간적으로 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startTime이다. 그 후 두 번째 조도센서 앞을 지나게 되면서 저항 값이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endTime이라 한다. 즉, 물체가 땅에 닿기 전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시간인데
(endTime – startTime)이 시간(time)이 된다. 그리고 time/1000으로 시간을 초로바꾸는 보
정 작업을 하고 timeInSeconds로 정의한다 .

따라서 속력은 두 조도센서 간의 거리에서 시

간을 나누면 되는 것이다. distance/timeInSeconds는 땅에 닿기 전 순간속력이다. 중력가속






도는 초음파센서의 계산법과 같이   =0(초기속도)를 놓고 g=  로 계산하게 된다. 그림 11

는 회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조도센서로 구성한 속력 측정 회로 구성

3)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한 코드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낙하하는 물체의 땅에 떨어지기 전 순간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코드는 다음 표8과 같다. 아래의 코드에서 조도센서와의 거리는 2로 정해져 있으며,
startTime, endTime, timeInSeconds, time 등 여러 가지 변수 등이 정의 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속력을 cm/s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중력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m/s
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낙하 초기 높이에 따라 중력가속도 값을 계산하게 된다. 표7는
위의 코드에서 사용한 analogRead 함수에 관한 설명이다.
analogRead()
구조
매개변수

아날로그 입력핀의 전압 상태를 읽는 함수
analogRead(아날로그 입력 핀의 이름)
아날로그 입력 핀의 이름: 전압의 상태를 읽고자 하는 아날로그

반환 값

입력 핀의 이름
전압상태: 0~1,023, 0V는 0, 5V는 1,023을 반환

사용 예

in value = analogRead(0)
표 7.

int sensor1Value;

analogRead 함수 설명

int sensor2Value;
double startTime;
double endTime;
double time;
double timeInSeconds;
double distance;
double speed;
boolean endFlag;

void setup() {
Serial.begin(9600);
distance = 2;
end = false;
}
void loop() {
sensor1Value = analogRead(A0);
sensor2Value = analogRead(A1);
if(sensor1Value > 800){
end = false;
startTime = millis();
}
if(sensor2Value < 830 && end == false){
endTime = millis();
time = endTime – startTime;
timeInSeconds = time/1000;
speed = distance/timeInSeconds;
Serial.print("Speed: ");
Serial.print("Speed: ");
Serial.print(speed);
Serial.print(" cm/s");
Serial.println(" ");
endFlag = true;

}

}
표 8.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순간속력을 구하기 위한 코드

4)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장치 구성 및 측정
조도센서를 통한 중력가속도 측정 장치의 구성은 조도센서 2개, 저항이 필요하며 앞 서 사
용하였던 초음파센서를 통한 측정 장치의 철제 스텐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조도
센서를 활용한 측정 장치 및 실험 장면이다.

그림 12.

장치 구성 및 실험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