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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하여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의 예

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ICT 교육을 받는 예비 교사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 예비 

교사와 로봇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하여, ICT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는 로

봇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은 로봇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예비 교사에게서 나타난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는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키워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robot programming education), 로봇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robot), 
예비 교사(pre-service teacher)

II. Introduction

2016년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나노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산업의 형태가 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9]. 이와 같은 기술 중, 로봇은 사회 

전반의 모습을 촉진하고 있다. 로봇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인간의 

역할을 하나씩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로봇이 가진 다양한 교육적 효과 때문에 [9, 11] 

로봇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4].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로봇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와 미래에 

교사가 될 예비 교사가 가진 로봇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10]. 교사와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로봇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로봇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와 

예비 교사가 가진 로봇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프로그래밍을 실시하여 로봇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예비 교사를 선정하고,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 ICT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로봇 

프로그래밍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분석을 통하여,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에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비 

교사와 교사의 부정적인 로봇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Method

1.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에서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로봇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

였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설계와 예비 

교사에게 투입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에 

참여할 예비 교사를 모집하였고, 개발한 프로그램과 검사 도구를 

예비 교사에게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 도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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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2. Participant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K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비 

교사이다. K 대학은 예비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대학이다. 
연구 대상은 총 88명으로써, 2016년 1학기에 개설한 강의를 신청한 

예비 교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88명의 예비 교사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ICT 교육 (45명), 프로그래밍 교육 (23명),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20명).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연구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대상은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 Test tool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Nomura et al. (2004)의 Negative attitudes toward robots scale 
(NARS)를 사용하였다 [7]. 로봇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 

이춘식(2013)의 검사 도구도 있지만,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이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6]. NARS는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묻는 검사 도구로써, 값이 높을수록 로봇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NARS는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과의 상호작용, 로봇의 사회적 영향, 로봇과의 감성적 교류. 세 

가지 하위 영역의 Cronbach α값은 0.78, 0.78, 0.65이다. NARS는 

영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신나민과 김상아 (2009)의 연구에서 번역

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10]. 

4. Treatment

본 연구에서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의 수업을 예비 교사에게 실시하

였다. 따라서 수업 처치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뿐만 아니라 ICT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예비 교사에게 실시하였다.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 집단을 통제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단순히 프로그래밍 

교육이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한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수업 처치는 청주시에 있는 K 대학에서 강의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6월 14일로, 총 15주 동안 

실시하였다. 수업은 각 집단에 1주에 한 번씩 실시하였으며, 한 번은 

수업은 3시간이었다. 본 연구에서 투입한 모든 수업 처치는 저자 

중 한 명이 실시하였다. 
각 수업마다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ICT 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예비 교사가 활용하는 Excel, Powerpoint, Word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래밍 수업은 교육용 프로그래

밍 언어의 일종인 App inventor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은 교육용 로봇 

중에 하나인 LEGO MINDSTORM EV3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LEGO 사에서 제공하는 LEGO 
MINDSTORMS Education EV3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5.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로 얻은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세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집단별로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하여 IBM SPSS v.21을 활용하였다. 

III. Result

사전 검사를 살펴보면, ICT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 로봇 프로그래

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87)= .216, p= .805.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사후 검사에서

는 로봇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87)= 3.235, p= .044.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로봇과의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87)= 
2.708, p= .072. 하지만, 로봇의 사회적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87)= 3.342, p= .040. 로봇과의 

감정적 교류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F(2, 87)= 3.282, 
p= .042. 

집단 별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대응 표본 t-검정을 살펴보면, 
ICT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은 로봇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없었다, 
t= -.084, p= .933. 하위 영역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도 사전-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로봇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 -.259, p= .798. 
로봇 프로그램이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2.307, p= .032.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로봇과의 상호작용 영역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가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 
2.184, p= .042. 로봇의 사회적 영향에서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와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2.184, p= .042. 
반면에 로봇과 감정적 교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1.228, p= .234.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사전 검사와 달리 사후 검사에서는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비교를 통하여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만 로봇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T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은 로봇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사후 검사에서 로봇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하여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로봇과의 감정적 

교류를 제외하고, 로봇과의 상호작용, 로봇의 사회적 영향 영역에서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RS는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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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하여,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예비 교사에게 실시하고 로봇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ICT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은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었다.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 검사 결과 값에서 

ICT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는 사전-사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재,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는 로봇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로봇과의 감정적 교류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검사 결과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써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성공적인 로봇 교육을 위해서 예비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대학에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인 교사에 대한 연구는 실시되

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고, 로봇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로봇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통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

지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교사의 특성에 따른 요소가 고려되

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교사와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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