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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로 제어 가능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초등 학습자들의 융합적 사고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등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융합 과정을 체계적으로 체험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융합 과정을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세분화하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창의성 발현에 효과적인 스마트 기기 기반의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구체화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설계하였다. 

키워드: 융합 교육(convergence education),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robot programming education)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 교류는 융합(Convergence) 사회

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지식(Knowledge), 
기술(Technology) 및 사회(Society) 전반에 걸쳐 핵심 가치로 떠오르

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융합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제 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의 일환으로 융합인재교육

(STEAM)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 
교과간의 통합적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1]. 

그러나 융합인재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들의 진정한 융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문간 통합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혁신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외 동향

국내에서는 STEAM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과정[2][3]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 개발된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들은 학문 간의 지식 

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통합 과정을 융합 과정으로 보고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은 

WTEC(World Technology Evaluation Center)의 보고서[4]에서는 

인간의 융합 과정을 1) 창의성 단계(Creative phase), 2) 통합 단계

(Integration/Fusion phase), 3) 혁신 단계(Innovation phase), 4) 
산출 단계(Outcome phase)의 4 단계로 구분하고 혁신을 통한 지식의 

확산 및 구체적인 응용 기술의 개발을 융합의 가장 큰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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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초등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 설계

본 논문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세부요소[1]와 WTEC에서 제안한 

4단계의 인간 융합 과정을 고려하여 스마트 기기 기반의 초등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을 설계하였다. 

단계 차시 학습 요소

창의성 1

문제 상황 제시(꽃의 모델링)

스마트 기기의 기능 이해

   (센서, 카메라, GPS 등)

꽃의 특성에 대한 이해

통합 2 스마트 기기의 기능과 꽃의 특성을 통합해보기

혁신 3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활용하여 꽃의 특성 

표현해 보기

산출 4~6 모델링한 꽃을 조립하고 제어해보기

표 1.  스마트 기기 기반의 초등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방법 예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기기 기반의 

초등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으로 활용되지만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스마

트 기기의 기능과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자연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최대한 

광범위한 지식에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창의성 발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탐구한 스마트 기기의 기능과 꽃의 특성을 통합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꽃의 속성과 유사한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연결 짓도록 하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 꽃을 

로봇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직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혁신 과정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기능과 결합한 가상의 꽃을 

설계하는 등 학습자들 각자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결과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산출 과정에서는 모델링한 꽃을 실제 로봇 키트(Smart 
OLLO)를 활용하여 구현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 단계는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단계로써, 초등 학습자에게는 인지적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에 가까운 혁신 방법을 체험하고 이를 비계(scaffolding)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등 학습자들의 융합적 사고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며 학습

자들의 지식 융합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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