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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흥미나 학습 효과 등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로봇 

프로그래밍의 주제나 교수 학습 활동이 남학생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녀 성차에 따른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보다 효과적인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키워드: 남녀 성차, 성향, 학습 양식,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성별 차이를 고려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 제안
박혜란O, 이영준*

O*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e-mail: summerofuni@naver.comO, yjlee@knue.ac.kr*

A proposal for Robot Programming Education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
Hyeran ParkO, Youngjun Lee*

O*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Introduction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남녀 능력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학습 효과 

차이로 반증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의 원인을 kelly(1987)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성향의 차이로 보았고, Linn & Peterson(1985)

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한 후천적인 차이로 보았다[1]. 성별의 

차이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향과 학습양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로봇 프로그래

밍 교육을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남학생 위주의 주제 선정과 학습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프로그래밍 교육 분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습 효과 차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고 있다. 송정범 외(2008)는 프로그래

밍 학습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닌 성향과 태도의 차이라고 

보았다[2]. 그는 이러한 성향과 태도는 학교교육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학생들의 성향과 태도를 고려한 프로그래

밍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배영권(2007)은 기존의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내용과 

교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낮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중심

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주제를 선정하고 두 성별의 학생태도와 학습양

식의 차이를 고려한 교수전략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3].

III. 성별 차이를 고려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습 태도와 성향, 학습 양식 및 관심 영역 

등이 상이함에 따라,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은 두 성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그룹 단위의 학습

여학생은 혼자 탐구하고 활동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논의하고 

활동하는 경우를 선호하며, 남학생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 및 친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4]. 따라서 그룹 단위의 로봇 프로그래

밍 활동을 통해 학습의 전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의·토론,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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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주제선정

로봇 프로그래밍에 있어 선호하는 주제에 대해 남학생은 전투·레이

싱·축구 로봇 등 공격적, 활동적, 경쟁적인 주제를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은 요리사·가수·화가 로봇 등 정적, 협동적, 시각적인 주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3]. 이처럼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주제가 

다른 것은 각자의 경험과 관심의 차이로 여겨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서는 모둠 구성원간의 토의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

인 학습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탐구활동과 표현활동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양식은 개개인마다 다른데, 특히 여학생은 

대체로 로봇의 설계를, 남학생은 대체로 로봇의 제작과 프로그래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단순히 로봇의 

조립과 코딩 실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탐구 활동(토의, 

분류, 정리, 보고서 작성 등)과 표현활동(그림 표현, 만들기, 사진 

및 동영상 제작, 발표, 전시, 역할놀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교수자의 중립적인 태도

교수자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교수자의 

편향된 태도는 효과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성별 차이에 따른 선입견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해야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모두에게 

친화적인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향과 학습 

양식의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의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보다 효과적인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험적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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