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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로봇 활용 교육이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좌, 우뇌 선호에 따
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A 청소년수련관 방학 특강에 참여한 초등학생 17명을 대상

으로 로봇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 표본 t검정, 맨-휘트니 유 검정을 통해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로봇 활용 교육을 실시한 후 컴퓨팅사고력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로봇에 대한 태도 점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좌우뇌선호에 따른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로봇 활용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좌우뇌선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로봇 활용

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키워드: 로봇 활용 교육,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 좌우뇌선호, 터틀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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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s of education using robot on computational thinking and attitudes ac-
cording to left and right brain preference. To execute the study, 17 elementary students at A youth training cen-
ter in Seoul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And the mean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matched
pair t-test and Mann-Whitey U test. As a result, after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there was some statistical
significance found in the scores to test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but not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attitudes. Furthermore, there was no significance found in computational thinking or attitude according to the left
and right brain prefer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edu-
cation using robot by verifying the efficacy and analyzing differences according to left and right brai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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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SW가 성장과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며[16],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

회에는 기본 개념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학

습한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융합하고, 컴퓨팅 기술을 토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다[25].

학교 현장에서의 SW 교육 또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신장시키는 단편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컴퓨팅사고력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6].

따라서 SW 교육은 일상 생활의 문제들을 컴퓨팅사고력

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16]. 컴퓨팅사고력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

를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형식화하는 활동

으로[5], 컴퓨터과학의 개념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23].

더불어, 로봇을 SW 교육에 활용하면, 일방향 수업이

아닌 쌍방향 상호작용 수업이 가능하며, 로봇이라는 테

크놀로지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14].

로봇 활용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SW 교육에 흥미를 느

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

한 목표가 되므로, 태도는 로봇 활용 교육의 효과를 측

정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지적 활동을 주관하는 뇌는 교육 분야

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일반적으로 좌뇌는 논리적,

조작적, 분석적, 읽기, 쓰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뇌는

직관적, 공간적, 비언어적, 공간적, 창의적인 특성이 있

다고 여겨져 왔다[15][22].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좌

우뇌선호와 성취도[20], 수학불안[22], 창의적 인성[26]에

관한 연구, 뇌선호도를 활용한 소집단 구성[20] 등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SW 교육에서 좌우뇌선호

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봇 활용 교육을 설계하여, 그 효

과를 검증하고, 학생들의 좌우뇌성향에 따른 차이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로봇 활용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게 향상되었는가?

둘째, 로봇 활용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의 좌우뇌선호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로봇 활용 교육과 터틀 로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용 로봇 중 터틀 로봇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터틀 로봇은 거북이 모양

의 작은 로봇으로, 초등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이다. 터틀 로봇은 컴퓨터가 없어도 카드나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로봇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언

플러그드 교육이 가능하는 특징이 있다.

(Fig. 1) Unplugged Activity (Line coding)

또한, 터틀 로봇은 정교한 도형을 그리는 것이 가능

하므로, 로봇에 펜을 넣어 도형이나 무늬를 그리는 활동

을 진행할 수 있다.

(Fig. 2) Drawing figures

터틀 로봇을 활용한 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용호, 문외식(2018)[13]의 연구에서는 터틀 로봇

을 기반으로 한 PACS(Preparation, Assignment,

Collaboration, Sharin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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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및 6학년 학생 49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교

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인 P, A, C, S에 대해 적절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참여도 및 차후 교육 희망 여부 또한

높게 나타났다.

2.2 관련 선행 연구

2.2.1 효과성 검증

로봇을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사고력을 신장

시킨다. 최형신, 이정민(202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로봇 기반 SW 융합 수업

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 있

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연구원 역할을 수행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컴퓨팅사고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학생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에만 로봇을 활용한 수업을 적용한 연구도 있다.

Karaahmetoglu, & Korkmaz(2019)[8]는, 터키의 초등학

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주동안 프로그래밍 교육

을 진행하였는데, 통제집단에는 스크래치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실험집단에는 스크래치와 교육용 로봇을 활용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두

집단의 컴퓨팅사고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11주의 수업이 끝나고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실

험 집단의 컴퓨팅사고력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점수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로봇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태도를 신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전수진(2018)[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8시간의 SW 교

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터틀 로봇과 유사한, 카드 코

딩 기반 로봇인 뚜루뚜루 로봇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2인 1조로 구성하

여 설계자와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도

록 하였으며, 연구 결과, 학생들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로봇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로봇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 김성

원, 이영준(2016)[11]은 예비 교사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ICT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

은 집단은 로봇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ICT 교육을 받

은 집단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집단의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2.2 좌우뇌선호

로봇 활용 교육에서 좌우뇌선호를 고려한 연구는 많

지 않으므로, 좌우뇌선호가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기 어렵

다. 하지만 좌우뇌선호는 수학[22], 지구과학[7], 영어

[19], 기술[20] 등의 교과 학습 상황에서 성취도[19][20],

수학불안[22], 창의적 인성[26] 등 인지적, 정의적 변인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

럼 좌우뇌선호는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

들은 수업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19], 로봇

활용 교육에서도 좌우뇌선호를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헌미(2009)[2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95명을 대상으로 뇌선호도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뇌선호형 학생들은 인지적, 심동적 영역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며, 좌뇌선호형 학생들은 정의

적 영역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좌우뇌선호가 동일 교과 세부 영역의 학업성취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Oflaz(2011)[19]의

연구에서는, 터키의 사립 학교의 5학년 학생 43명을 좌

뇌선호형, 우뇌선호형, 중간뇌선호형 학생으로 구분한

후, 영어사용/독해 영역과, 어휘/쓰기 영역 관련 영어 능

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좌뇌선호형 학생의

경우, 영어사용/독해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며, 우

뇌선호형 학생의 경우, 어휘/쓰기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중간뇌선호형 학생의 경우, 좌우뇌를 비슷

하게 사용하여, 균형 잡힌 시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좌우뇌선호는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영역 이외에 정

의적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슬기, 이광호

(2010)[22]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248명의 학생

들을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양뇌선호형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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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불안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뇌선호형 학생들

이 좌뇌선호형 학생에 비해 수학불안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좌우뇌선호와 창의적 인성에 관해 알아본 연구도 있

다. 윤정진, 김형재(2009)[26]의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

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좌우뇌선호와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들을 좌뇌선호형, 중간뇌선

호형, 우뇌선호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우뇌선호

형 교사의 창의적 인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좌뇌선호형 교사의 창의적 인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서울의 A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

된 로봇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여름 방학 기간에 실시되

었으며, 4주간 16차시의 집중 교육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육 시작 전에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

도, 좌우뇌선호를 측정하였으며, 교육이 끝난 후 컴퓨팅

사고력,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17명의 연구대상 중, 불성실한 응답을 했던 학생(남

학생 1명, 여학생 1명)을 제외한 15명을 최종 연구 대상

(남학생 6명, 여학생 9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중

SW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은 6명, SW 교육 경험이 있

는 학생은 9명이었다. SW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초급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Table 1> Participants

3.2 터틀 로봇 활용 교육

수업 내용은 초등학교 도형 관련 활동에 로봇을 접목

하여, 학생들이 도형 학습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업은 크게 9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각 활동은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 중 도형 영역(도형 만들기, 삼각형과 사각형, 여러 가

지 도형에서의 각과 각도, 수직과 평행, 사다리꼴, 평행

사변형, 마름모,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적, 도형 밀기, 뒤

집기 등)을 토대로 하였다. 수업 초반에는 식량을 찾기

위해 미로를 찾거나, 간단한 도형을 그리는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 후반에는 디자이너가 되어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Table 2> 참조).

<Table 2> Activities and learning contents

Week Learning activities Related unit

1

Unplu
gged

Orienta
tion

․Charging Turtle
robot
Adjusting color
sensor

Card
coding

․Singing Turtle
robot
․Drawing simple
figure

․Creating
shapes

․Draw simple
figure

․Triangles
and squares
․Push
shapes
․Flip
shapes
․Congruen
ce

2
․Turtle robot maze

Line
coding

․Moving turtle
robot

3

․Turtle robot maze

Turtle
graphi
cs

Entry
․
Turtle
robot

․Connecting PC
and Turtle robot
․Moving turtle
robot

․Angles in
various
shapes
․Trapezoi
dal,
parallelogra
m, and
rhombus
․Vertical
and parallel

4

․Draw simple
figure

․Draw complex
figure

Participants Grade Gender
SW education
experience

Participant 1 3 Girl X
Participant 2 5 Girl X
Participant 3 5 Boy O
Participant 4 5 Boy O
Participant 5 5 Boy O
Participant 6 5 Girl X
Participant 7 5 Boy O
Participant 8 5 Girl X
Participant 9 6 Girl O
Participant 10 4 Girl O
Participant 11 4 Girl X

Participant 12 4 Boy O
Participant 13 2 Girl X
Participant 14 5 Boy O
Participant 15 4 Gir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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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설계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중에서 시연중심

모델(DMM)을 기반으로 하였다. 시연중심모델은 학생들

의 컴퓨팅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개발된 모형으로, 시연

(Demonstration), 모방(Modeling), 제작(Making)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9]. 시연 단계에서는 교사가 시연하거나

설명하고, 모방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따라하며 궁

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제작 단계에서

는 시연-모방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본다[9]. 각 단계에 따른 학습 활동

은 아래와 같다(<Table 3> 참조).

<Table 3> Learning activities (Draw complex figure)

3.3 측정도구

컴퓨팅사고력의 측정은 최형신(2014)[2]의 도구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

념 7문항(예: 나는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로봇이 움직이

도록 할 수 있다), 수행 4문항(예: 로봇이 만약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그것을 알아내고 수정할 수 있다), 관점 3

문항(예: 친구와 협동하여 프로그래밍 한다면, 보다 어

렵고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해내는 것이 가능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의 14문항이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8이다. 이 도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W 교육 관련 연구[17]에서

사용된 바 있다.

로봇에 대한 태도는 Nomura, Suzuki, Kanda, &

Kato(2006)[18]의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 척도

(NARS: Negative Attitude towards Robots Scale)를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로봇

과의 상호 작용 6문항(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로봇을

조작해야 한다면 긴장할 것 같다), 로봇의 사회적 영향

5문항(예: 미래사회는 로봇에 의해 지배될 것 같은 기분

이 든다), 로봇과의 감성 교류 3문항(예: 로봇에게 감정

이 있다면,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의 14문항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다. 이 도구는 초등

학생과 관련된 연구[21]와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관련

연구[11]에서 사용된 바 있다.

좌우뇌선호는 Wonder and Donovan(1984)[24]의 좌

우뇌선호도 진단 테스트(BPI)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35

문항 중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6개의 문

항을 제외한 2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문항별로, 본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고르는 형식으로 되

어 있으며, 응답한 문항들의 평균 점수가 1에 가까울수

록 좌뇌선호성향, 9에 가까울수록 우뇌선호성향으로 판

단한다[7][10].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로봇 활용 교육이 컴퓨팅사고

력과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을 좌뇌선호성향과 우

뇌선호성향으로 나누면, 각각 6명, 9명으로 표본 수가

크지 않다. 따라서 좌우뇌선호에 따른 컴퓨팅사고력과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비모수검정인 맨-휘트니

유 검정(Mann-Whit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

은 교육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표본 수가 크지 않

은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 바 있다[1][12].

4. 연구 결과

4.1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로봇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컴퓨팅사고력 점수

는 2.66이며, 교육을 실시한 이후의 컴퓨팅사고력 점수

는 3.29였다. 학생들의 컴퓨팅사고력 점수는 .63점 상승

하였으며, 사전, 사후 컴퓨팅사고력 점수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 = -2.26, p = .04, <Table 4> 참조)

DMM model Learning activities

Demonstration ․Draw complex figure (teacher)

Modeling
․Following teacher's demonstration
․Draw complex figure and asking
questions

Making ․Designing patterned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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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tched pair t-test (CT)
(n = 15)

* p < .05

로봇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는 2.26이며, 교육을 실시한 이후의 로봇에 대

한 부정적 태도 점수는 2.57이었다. 학생들의 로봇에 대

한 부정적 태도 점수는 .31점 상승하였으며, 사전, 사후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 = -1.53, p = .15, <Table 5> 참조)

<Table 5> Matched pair t-test (NARS)
(n = 15)

* p < .05

4.2 좌우뇌선호

좌우뇌선호도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좌우뇌선호를

살펴본 결과, 좌뇌선호성향인 학생은 모두 6명(남학생 3

명, 여학생 3명)이며, 우뇌선호성향 학생은 9명(남학생 3

명, 여학생 6명)이었다.

<Table 6> Descriptive analysis of left/right brain Preference
(n = 15)

4.3 좌우뇌선호에 따른 차이

4.3.1 사전 동질성 검증

좌뇌선호집단과 우뇌선호집단 간의 컴퓨팅사고력(z

=-1.13, p >.05),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z =-.12, p

>.05)에서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7>

참조).

<Table 7> Homogeneity test for BPI
(n = 15)

* p < .05

4.3.2 좌우뇌선호에 따른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 차이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좌뇌선호성향과

우뇌선호성향 간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

사 점수를 사용하여 맨-휘트니 유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8> 참조).

좌뇌선호성향과 우뇌선호성향 간의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컴퓨팅사고력(z =-.60, p >.05)과 로봇에 대

한 태도(z =-.30, p >.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re/post M SD t df p
Pre 2.66 1.49

-2.26* 14 .04Post 3.29 1.12

Pre-post -.63 1.08

Pre/post M SD t df p
Pre 2.26 .58

-1.53 14 .15Post 2.57 .72

Pre-post -.31 .80

M SD Mean
Ranks

Sum of
Ranks

U Z p

CT
Left 2.30 .83 9.58 57.50 17.

50
-1.13 .26Right 2.35 1.39 6.94 62.50

NA
RS

Left 3.13 1.65 8.17 49.00 26.
00

-.12 .91Right 2.24 .39 7.89 71.00

Left brain preference
(BPI < 5.0)

Right brain preference
(BPI ≥ 5.0)

Boys 3 3

Girls 3 6

Total 6 9

(Fig. 3) Left/right brai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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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between left/right brain preference
(n = 15)

* p < .05

(Fig. 4) Comparison between left/right brain preference

5. 결론

본 연구는 로봇 활용 교육을 설계하고, 컴퓨팅사고력

과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 활용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사고력을 유

의하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선행연구[3][8]와 맥락을 같

이 한다. 본 수업은 로봇을 활용하여 식량을 찾거나, 옷

을 디자인하는 등 흥미로운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 학

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

로 컴퓨팅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로봇 활용 교육은 학생들의 로봇에 대한 부정

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4][1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수업은 4

주간의 집중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학습자들의 태도

를 변화시키기엔 수업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학년 이하 학생들의 로봇에 대

한 부정적 태도 점수(M=2.92)가 고학년 학생들

(M=2.58)의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였으며, 저학년 학생들의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로봇 교육에서 3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흥미

와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13]와 상반되는 결과이

다. 이 수업은 4주 동안 하루에 4차시의 집중 교육으로

실시되어,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체력

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저학년 학생

들은 난이도가 있는 수업 후반부 활동(예: 변수의 개념

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가 조금씩 커지는 무늬를 그리는

활동 등)을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좌우뇌선호에 따른 좌뇌선호성향과 우뇌선호성

향 학생들의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좌우뇌선호

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으며[19][20], 우뇌선호

형 학생들이 좌뇌선호형 학생에 비해 수학 불안 점수가

높았다[22]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좌우뇌선호를 측정하여, 학생들을

좌뇌선호성향, 우뇌선호성향으로 구분하였으며, 표본수

의 제약으로 중간뇌 성향 학생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였

다. 물론, 어느 범위까지 중간뇌성향으로 보는지에 관해

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6], 중간뇌성향 학

생을 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은 문제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

고 진행되었므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기초적인 기능을

연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배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

들의 공통적인 실수(예: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터틀

로봇의 회전 값을 120도로 입력해야 하는데, 60도로 입

력하는 경우)에 대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 17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로봇 활용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

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변화만을 검증하

였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수련

관에서 방학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어, 여러 학년의 학생

들을 동시에 지도하였다. 따라서 학년을 구분하여 터틀

M SD Mean
Ranks

Sum of
Ranks

U Z p

CT Left 3.65 1.46 8.83 53.00 22.
00

-.60 .55Right 3.05 .83 7.44 67.00

NARS Left 2.57 1.11 8.42 50.50 24.
50

-.30 .77Right 2.58 .37 7.72 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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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활용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로봇 활

용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

한 부정적 태도, 좌우뇌성향을 고려하여, 로봇 활용 교

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Byun, M. H. & Kang, K. J. (2005). The Effect of

a Group Art Therapy to Improve Self-Esteem on

North Korean Youth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127-150.

[2] Choi, H. S. (2014). Development of a Holistic

Measure of Learning Effects in Robotics Program:

Connecting Sociocultural Context and

Computational Think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18(4),

541-548.

[3] Choi, H. S. & Lee, J. M (2020). The Effects of

Educational Robot-based SW Convergence

Education on Primary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Collabora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4(2), 131-130.

[4] Chun, S. J. (2018). Effects of SW Training using

Robot Based on Card Coding on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2(4), 447–

455.

[5] Cuny, J., Snyder, L., & Wing, J.M. (2010).

Demystifying computational thinking for non-

computer scientists. Unpublished manuscript in

progress, referenced in http://www.cs.cmu.e-

du/~CompThink/resources/TheLinkWing.pdf

[6] Jang, Y. K. (2016) A Study on Connections between

Brain Preference and Art Teaching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7] Jung, D. H. & Park, S. O. (2010). A Study on the

Problem Solving Styles according to Left/Right

Brain Preference of Earth Science Gif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31(2),

172-184.

[8] Karaahmetoglu, K., & Korkmaz, Ö. (2019). The

Effect of Project-Based Arduino Educational Robot

Applications on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and Their Perception of Basic Stem Skill

Levels. Online Submission, 6(2), 1-14.

[9] Kim et al,. (2015). Development of teaching learning

model about SW education. KERIS, CR 2015-35.

[10] Kim, E. S. & Shin, H. J. (2008). Exploratory Study

of Brain Preference Indicators : BPI, HMI, SQM

and SOLA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5), 2517-2533.

[11] Kim, S. W., & Lee, Y. J. (2016). The Effects of

Robot Programming on the Attitudes toward Robot

of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9(6). 91-103.

[12] Lee, E. M., & Lee, G. M. (2019).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with Emotional․Behavioral

Support Needs.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9, 81-99.

[13] Lee, Y. H., & Moon, O. S. (2018). Development

of Physical Computing Education Program for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 PACS pro-

gram based on turtle robo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9(1), 1-9.

[14] Lee, Y. S., Choi, J. R., & Lee, M. Y. (2016).

Awareness of and needs for r-learning-based

STEAM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6(2), 123-146

[15] McCallum, R. S., & Glynn, S. M. (1979).

Hemispheric specialization and creative behavior.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3(4), 263-273.

[16] Ministry of education (2015). SW education oper-

ation guidelines.

[17] Noh, J. Y. & Lee, J. M. (2017). The Effects of

SW Education Using Robot on Computational

think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초등학교 로봇 활용 교육에서 좌우뇌선호에 따른 컴퓨팅사고력, 로봇에 대한 태도의 차이   335

Information Education, 21(3), 285-296.

[18] Nomura, T., Suzuki, T., Kanda, T., & Kato, K.

(2006). Measurement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Robots. Interaction Studies, 7(3), 437-454.

[19] Oflaz, M. (2011). The effect of right and left brain

dominance in language learning.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1507-1513.

[20] Park, H. M. (2009). Effect of forming groups ac-

cording to the brain hemisphere preference on the

cooperative problem solving learning achievement

in the middle school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34(2). 205–229.

[21] Shin, N. M. & Kim, S. A. (2009). Korean Students'

Attitudes Towards Robots: Two Survey Studies.

The journal of Korea Robotics Society, 4(1), 10-16.

[22] Shim, S. K. & Lee, K. H. (2010) A Study on Math

anxiety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brain

pre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

matics society, 13(3), 443-458.

[23] Wing, J. M. (2006). Computational Think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49(3), 33-35.

[24] Wonder, J. and Donovan, P., (1984). Whole Brain

Thinking. Ballantine, NY, USA.

[25] Yi, S. Y., & Lee, Y. J. (2018). A Study on SW

Education-centered Elementary STEAM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SW Education

Leading School. Convergence Education Review,

3(1), 23-34.

[26] Yoon, J. J. & Kim, H.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 Teachers' Hemispheric Mode

Indicator and Creative Personal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1), 305-316.

저자 소개

노 지 예

2004 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학사)

2013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석사)

2017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

2016～2018 광운대학교 연구원

2019～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로봇 활용 교육, 융합교

육, 교수설계

E-Mail: gabielov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