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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3세부터 함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장난감 큐비토 

◈ 영국의 ‘프리모 토이(Primo Toys)’는 3세 정도의 유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 

완구 ‘큐비토(Cubetto)’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 큐비토는 처음부터 유아를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래밍 교재로, 알고리즘, 디버깅, 심지어 함

수와 재귀함수 같은 개념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 프리모 토이의 창업자 겸 CEO인 필리포 야콥은 유아나 어린이를 위해 프로그래밍을 교육

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성인용으로 디자인·설계된 제품과 인터

페이스를 변형한 후 아이들에게 친숙해지라고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 

•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완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며, 아이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만지고 체험하는 놀이 방식 속에서 프로그래

밍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함 

• 포브스는 매년 30세 이하 유럽의 체인지 메이커 300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필리포 야콥은 

2017년 사회적 기업가 부문의 혁신가 30인에 선정되었음 

• 프리모 토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전세계 약 90 개 국에서 160 만 달러의 개발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5년 1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큐비토의 판매를 시작 

• 큐비토의 가격은 225 달러로 출시 직후 9개월 만에 4만 세트를 판매했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의 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채택된 실적도 있다고 함 

◈ 큐비토는 5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완구로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으로 하

며,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연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 큐비토는 ① 정육면체형 로봇, ② 로봇의 동작을 나타내는 프로그래밍용 블록, ③ 블록을 

놓아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제어판, ④ 로봇의 동작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격자 형태

의 일러스트가 그려진 매트, ⑤ 로봇의 동작을 설명하는 스토리 북으로 구성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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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과 제어판은 블루투스 4.0 으로 통신하며, 로봇과 제어판에는 AA 형 건전지가 각각 3

개씩 들어가고 연속 가동 시간은 4~6 시간 이라고 함 

• 블록으로 로봇의 동작을 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 디버깅, 함수와 재귀 같은 개

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블록은 전진, 좌회전, 우회전 등을 지시하는 ‘동작 블록’

과 ‘함수(function) 블록’이라 부르는 파란색의 블록으로 이루어 짐 

• 동작 블록을 제어판의 12 개 슬롯에 끼어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고, 함수 블록은 

제어판 아래쪽의 함수 라인 슬롯에 놓게 되는데 최대 4개 블록의 움직임을 호출 

• 함수 라인에 놓인 함수 블록은 함수 라인 상에 놓여 있는 동작 블록을 호출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조합해 가령 로봇이 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동작 등을 구현할 수 있음 

• 아이들은 블록 놀이를 하듯 블록을 조합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며 로봇을 움직여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개념을 익힐 수 있음 

 (Forbes, 1. 24. & ITPro, 2. 14.) 

<자료> Primo Toys 

[그림 1] 프리모 토이의 프로그래밍 교육 유아용 장난감 ‘큐비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