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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로봇활용 교육의 효과

The Effect of Robots in Education based on STEAM

조  성  환
1

Seong-Hwan, Cho
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scientific attitude and interes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sing STEAM-based robots in education. In this work, we analyzed PDIE model 
that describes methodology for generating STEAM integrated education materials and then we also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utilizing STEAM-based robots. The effect of the STEM-based robots in 
education was analyzed through a test class which demonstrated the robots indeed help improving 
scientific attitude and interest of students. During the class, individu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students were integrated into the STEAM-based robots which then provide customized help for 
each student so that they have better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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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어느새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육박

하고[1], RFID, 3D 증강현실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수준은 높아졌으나, 학교에서의 수학, 과학, 기술 

교육은 이론, 주입, 암기식 교육으로 치우쳐 학생과 학부모

는 수학, 과학을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

라 이공계 진학은 졸업 후 취업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비

전도 없다고 생각하며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2]. 
더욱이 한국 청소년의 과학흥미도는 OECD 가입국 57개국 

중 최하위권인 55위로[3], 이는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등 

주변 국가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학, 과학교

육을 더욱 강화하는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학교 교육의 근

본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과학(S), 수학(M)의 이론

과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공학(E)과 기술(T)을 포함하고, 감성적인 예술(A)성까지도 

아우르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야말로 그 변화를 이끌

어 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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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TEAM 교육을 통해 분리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

험과 학습을 하나의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종합함으로써 ‘새
로운 지식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 교실 수업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습자관의 변화에 따라 교수방식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요구되고 

있으며,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

제를 해결하거나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주

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구성주의 교수-학습을 

촉진하도록 학습자에게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를 제공

하기 위한 학습 매체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는데, 과거

에는 컴퓨터 기반의 CAI, WAI, e-러닝 등이 널리 보급되

었다면, 최근에는 차세대 매체로서 디지털 교과서, 증강현

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IP TV, 모바일 또는 PMP, 
로봇 등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세대 매체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매체는 

단연 교육용 로봇을 수업에 활용하는 로봇매체라고 할 수 

있다[4]. 
로봇활용 수업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정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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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yramid model of STEAM education[10]

적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의 과정에 이르게 

할 수 있고[5],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과제(Authentic task) 
해결방식과 유사한 논리를 요구하며, 과제 또는 실행 중심

의 교수-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과제가 자신의 것이라는 강

한 주인의식과 내적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등의 교육적 효

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로봇교육은 현재 세계

적으로 창의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STEAM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6,7].
따라서 STEAM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매체로 

적합한 교육용 로봇(만지고, 조립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지루함을 깨고 학생들에게 과학, 기
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과학탐구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탐구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EAM 통합교육의 수업자료 제

작을 위한 PDIE 모형을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융합적 사고(STEAM) 기반의 로봇활용 수업자료를 개발

하고, 실제 초등학교 정규교과 시간에 교육용 로봇을 활용

하여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및 흥미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로봇활용 수

업에서 로봇이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구 및 활동 보조재 

혹은, 대체 활동으로 사용되는 수준이라면, 본 연구에서 활

용한 STEAM 기반 로봇활용 수업은 문제상황 제시, 로봇 

설계 및 제작 등의 전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의도된 과학, 
수학, 기술 등의 내용요소들이 간 학문적으로 융합시켰고, 
더욱이 7개 프로그램, 총 60차시 이상의 수업 계획을, 체계

화된 설계 기법에 따라 작성하고, 그 효과를 실제 수업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

된다.

2. STEAM 융합교육과 로 활용교육

2.1 STEAM 융합교육

STEAM 이란, 어떠한 학습 주제를 지도함에 있어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

(Art), 수학(Mathematics)의 과목이나 내용 요소를 통합하

여 융합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STEAM 교육의 목적

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인데, 최초 

STEAM 교육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 미국은 

Bruner의 교육 개혁 정책에 의하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고, 초-중등학교 과목이 분절화 되면서 지식 중심 

교육이 한동안 진행되었다. 하지만 학문중심 교육은 이론, 
원리 및 개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의 과학, 수학 수업

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 수학에 대한 학력 저하 및 흥미와 

관심의 하락을 극복할 새로운 교육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여러 과목

을 융합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통합교육으로서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 MST(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 교육이 등장 하였고, 21세기에는 

STEM 통합교육 정책이 시작되었다. 
결국, 미국의 STEM 교육은 미국정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수준이 절대적인데, OECD 국가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국제적인 과학-수학 평가에서 

자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중-하위권이며, 과학-수학

에 대한 흥미도와 태도는 하위권 이라는 반성에서 국가 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과학-수학 교육을 강조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현재 미국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을 위하여 STEM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며, 
2011년 정부 예산이 4조원 정도에 이를 정도이다. 또한, 
2005년부터 Virginia Tech 기술교육전공의 Sanders 교수

가 선도적으로 STEM 통합교육에 대하여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STEM 교사 자격증을 위한 교

사를 양성하고 있다[8]. 그 외에도 미국은 국제기술교육학회

를 중심으로 STEM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9].
위 그림은 STEAM 각 영역에 어떠한 교과내용들이 들

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STEAM 통합교육

에 의해 결국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국내에 STEM 교육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김진수(2007)의 논문[11]을 통해서인데, 
여기서 기술교육의 통합교육 방법으로 STEM 통합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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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n Robot Teacher Assistant Robot

main
function

- 3D Organization
- Movement 

Characteristic
- Programming

- Voice recognition, 
Compose

- Face recognition, 
Movement

- Learning Management 
System

use

- Use for special robot 
education

- Use for teaching general 
subjects(science, 
mathematics, arts, etc) 
and developing creativity

- Assist teacher in school 
and kindergarten

- Support voluntary 
learning of students in 
home

Table 1. Characters of hands-on robot and teacher assistant robot

Fig. 2. Components, sensors and cpu of hand-on robot

Preparation

• need analysis
• lesson aim 

select
• design 

Evaluation 
tool

Development

• develop lesson 
plan

• develop lesson 
guide

• develop work 
sheet

• develop 
teaching 
materials

Evaluation
• evaluation
• modification, 

improvement

Implement-
ation • main class

Table 2. PDIE model for developing education and teaching materials

배경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STEAM 교육에 대한 국

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2011년부터 

초-중등 교육 강화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수업개선을 위해 STEM 및 STEAM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2.2 로 활용 교육

교육용 로봇이란 학습자에게 로봇을 활용하여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습콘텐츠 제공, 학습관리, 신체부

자유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등의 형태로 개인서비스를 지

원하는 로봇을 통칭하여 의미한다. 교육용 로봇을 분류하

는 기준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사보조로봇

과 교구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12].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사보조로봇 보다

는 교구용 로봇이다. 교구용 로봇이란, 그림 2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의 블록 형태를 학습자가 구상한 모형에 따라 조

립하고, 여러 부품과 컨트롤러를 작동시키는 로봇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교구로봇을 조립하고 조작 및 동작 제어 기

능을 활용해 체험 활동에 기반을 두고 교과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창의성, 논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교구로봇활용 교육, 혹은 

로봇활용 교육이라고 한다[13]. 
결국, 교육용 로봇이란,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구조를 

직접 만들고 제어하면서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로봇들을 가

리키며, 여기서 이용되는 로봇을 교구로봇이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로봇의 일반적인 정의와 마찬가지로 

그림 2에서 제시한 다양한 블록들과 센서들을 활용하여 학

생 스스로가 조립하고, 거기에 동작을 입력한 후, 오동작 

등을 확인하여 자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등을 신장시키는데 활용되는 로봇으로 한정한다. 

3. STEAM 기반 로 활용 교육

3.1 PDIE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자료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융

합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김진수[14]

가 제안한 "STEAM 통합교육의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PDIE 모형 개발“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PDIE 모형은 준비(Preparation), 개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의 4단계에 의거하여 수업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

로, 기존 교수설계의 일반모형으로 알려진 ADDIE 모형에

서 분석(Analysis)과 설계(Design)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강조한 것[14]인데, 본 연구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은 STEAM 기반 로봇활용 수업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PDIE 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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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problem 

situation with
learning 
contents

find solution 
through 

knowledge 
convergence 

creative 
design and 

robot 
assemble

problem 
solving and 

error 
modification

Fig. 3. Lesson model to increasing integrated thinking using robot

Survey Content Response 
rate (%) Result Analysis

1 Science subject is funny than 
any other subjects?

Funny 30.01
Because there are many experiment 
activities in science classSo-so 55.39

Not funny 14.60

2 Why are you funny in science 
class?

Experiments 73.01
Experiments are favorite part in the 
science classObserve nature events 21.55

Learn newly facts 5.46

3 Do you have experience about 
robot class?

Yes 34.74 Some students have experience about 
robot class compared to other schoolNo 65.23

4 What did you like best about 
robot class?

Seems to create toys 23.87
Controlling robot directly and doing game 
with assembled robot are best favorite part 
in robot class

Can express the various movements 41.29
Can control robot directly 22.46
Give me a lot to think about 8.60
Useful to study 3.63

5 Robot classes do you want?
Yes 69.38

They have a strong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robot classSo-so 24.87

No 5.74

6 Do you think robot class will be 
helpful to study?

Yes 56.29
They have a strong conviction that robot 
class will be useful to studySo-so 35.05

No 8.66

Table 3. Demands and actual conditions analysis of students

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3.1.1 준비 단계

요구분석에서는 최종 수업목표가 도출되며 이는 효과

적인 수업설계를 실행하기 위한 준거가 된다. 최종 수업목

표는 수업과정이 아니라 수업결과를 말하는데 이는 학습자

가 수업 또는 수업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결과적으로 무엇

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평가는 

학습자가 지식, 기능, 태도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목표에 기반하여 준거지향적인 평가도

구를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교 4, 5, 6학년 155
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흥미도, 로봇활용 교육 경험, 
STEAM 교육 참여 경험 등을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

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목표를 선정하

고 평가도구를 설계하였다. 

3.1.2 개발 단계

개발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

으로 수업에 사용될 교수-학습 자료를 실제로 개발하고 수

정하는 단계로, 여기에는 수업 과정안 개발, 학습 안내지 

개발, 활동지 개발, 수업자료(멀티미디어 자료 및 파워포인

트 자료 등) 개발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문제상황이 포함된 시나리오 형태의 학습지와 교육용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 및 PPT 등의 학

습자료 등을 개발하고, 미션 수행을 통해 문제상황을 해결

하는 프로세스(모터의 속도와 각도, 회전률 등을 수학적으

로 계산하여 수정하는 과정)에 기반을 둠으로써 학습자가 

성공의 기쁨과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감 등이 생길 수 

있도록 개발단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발된 수업자료의 형태는 학습자

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 상황 제시를 통해 학습 동기

를 부여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수학, 공학, 기술, 
예술의 융합적 사고 과정을 거쳐, 도표, 글, 기호,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표현한 후, 이를 로봇의 설계, 
조립, 제어 과정을 거쳐 표현함으로써 수업목표에 도달하

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개월여 동안 위 연구과정을 통해 모두 7개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상학년에 1, 2학기에 걸쳐 지속적

으로 적용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 중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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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Procedure Sub-theme  Content Related 
subject

1 explore the 
inquire subject

Find the interactions of 
organisms in the 
ecosystem

Introduction Investigate what is the elements of the ecosystem

SLearning Activity Check interactions of various organisms in the ecosystem

Closing Talk about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oragnisms in the 
ecosystem

2~3

exploration 
and experiment

Express animal 
movements

Introduction Check characteristics of various organisms

ALearning Activity Express by various materia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 movement

Closing Self and mutual assessment

4~5 Make the animal robot 
with teaching aids

Introduction Talk about animal-robot trying to create
S,
A,
D

Learning Activity Assemble animal-robo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 movement

Closing Check ruggedness of animal-robot

6 Programming
Introduction Check needed electronic components to move 

animal-robot
PLearning Activity Input the program data into the animal-robot

Closing Check out animal-robot is operating normally

7

Talk about 
explore results

Announcegroup robot
Introduction Consist food chain using animal-robot

DLearning Activity Announce robot made from group
Closing Self and mutual assessment

8 Animal robot racing 
game

Introduction Run a racing game using robot made   from a group

MLearning Activity Calculate the racing speed of animal-robot

Closing Compare speed with robot made from other group using 
graph

Table 5. Entire summary of STEAM program

Title of STEAM Program Related Subject Grade

1 The animal robot kingdom Science, Art, Math, Practice 
course, Discretion

6th
grade

2 Catapult robot fortress Science, Art, Practice course, 
Discretion, Math

6th
grade

3 Bug robot olympic Science, Art, Creative 
activity, Math

3th
grade

4 I an very fast Science, Art, ethics, Practice 
course, physical

5th
grade

5 Learn from the animal Science, Art, Creative 
activity

3th
grade

6 Robot amusement park Science, Math, Discretion, 
Art, Practice course

6th
grade

7 Smart clean-up robot Science, Art, Discretion, 
Practice course, Math

6th
grade

Table 4. List of developed STEAM program

로봇의 왕국”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8차시 분량의 STEAM 기반 로봇활용 프로그램을 소개하

고자 한다. 

3.1.3 실행 단계

“동물 로봇의 왕국” 프로그램의 목표는 “동물 로봇 만

들기 활동을 통해 생태계의 특징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다. 총 8차시 중 

1차시는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2~3차시

에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동물 형태를 만들어 보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4~8차시에 동물 로봇을 설계-조립-제어-
수정의 과정을 거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로봇을 활용한 주요 수업 활동을 다음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4 평가 단계

평가 단계는 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수업자료 및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다양한 방

법으로 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 과

정을 통해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STEAM 교육이 갖는 장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은 6학년 A반(통제집단)과 참여한 6학년 B반(실험집

단) 사이의 과학적 태도와 흥미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학

적 태도 검사지는 TOSRA(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15]를 번안한 것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과학 흥미

도 검사지는 OECD/PISA에서 활용한 ‘수학 교과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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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Group (6 - A) O1 X1 O2

Control Group (6 - B) O1 X2 O2

O1 : Pretest(Science related attitude, Science Interest)
X1 : General class
X2 : STEAM-based robot class
O2 : posttest(Science related attitude, Science Interest) 

Table 6. Experiment design for verifying program effectualness

 Activity 1. Assemble animal robot with emphasizing motion 
characters

 Activity 2. Input program to animal robot and modify errors

 Activity 3. Calculate racing speed of robot through running game

Fig. 4. Major class activities of STEAM program

AVG SD N t p

Experiment 
Group 62.74 8.956 19

1.602 .117
Control 
Group 59.33 3.651 21

Table 7. Pretesting results of science related attitude

AVG SD N t p

Experiment 
Group 79.53 13.570 19

-.528 .601
Control 
Group 81.48 9.626 21

Table 8. Pretesting results of science interest level

AVG SD N t p

Pretest 62.74 8.956 19
-.850 .391

Posttest 63.59 10.503 19

Table 9. Pre-to-Post test results of science related attitude in 

control group

AVG SD N t p

Pretest 59.33 3.651 21
-8.490 .006

Posttest 67.82 5.281 21

Table 10. Pre-to-Post test results of science related attitude in

experiment group

한 학생 흥미도 조사문항을 한국과학교육학회에서 ‘과학 

교과목’에 대한 학생 흥미도 조사문항으로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다음 [표 6]은 본 연구에서 계획한 실험 설계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6학년 A반과 B반에 대한 과학 

태도 및 과학 흥미도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앞서 표본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한 결과 A반, B반 각각의 

p값이 .119, .200으로 나타나 p>.005 이므로, 정규성을 만

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검사 결과 아래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인 A반과 실험집단인 B반 사이에 

과학 태도와 과학 흥미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국 6학년 A반과 B반은 과학 태도

와 과학 흥미도에 있어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과학 태도와 과학 흥미도

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

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검사에 앞서 표본에 대한 정규

성 검정을 위해서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한 결

과 A반, B반 각각의 p값이 .200, .200으로 나타나 p>.005 
이므로,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전-사후 

검사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인 6학년 

A반의 과학 태도 점수는 62.74에서 63.59로 다소 상승하긴 

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에서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반면, 실험집단인 6학년 B반의 과학 태도 점수는 사전

점수인 59.33에서 사후점수인 67.82로 상승하였고, 그 상

승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므로(p<.05), 본 연



64 로봇학회 논문지 제8권 제1호 (2013. 1)

AVG SD N t p

Pretest 79.53 13.570 19
-1.760 .347

Posttest 81.29 9.342 19

Table 11. Pre-to-Post test results of science interest level in

control group

AVG SD N t p

Pretest 81.48 9.626 21
-8.730 .005

Posttest 90.21 8.557 21

Table 12. Pre-to-Post test results of science interest level in

experiment group

Fig. 5. Student report about STEAM-based robot program

구에서 개발한 STEAM 기반 로봇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과

학태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학 흥미도 검사에 있어서도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p>.05), 실험집단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05).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한 STEAM 기
반 로봇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과학 흥미도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문을 살펴

본 결과,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 향상”, “제작

한 로봇의 단점 분석 및 해결책 모색”, “과학 관련 직업의 

호감도 증가”, “융합적 사고 과정에 대한 긍정적 경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 등에 대한 생각이 향상되었다.

3. 결 론  

오늘날 애플(Apple)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있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직접 컴퓨터를 조

립하고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예술적인 감성이 더해졌기 때문이

라고 평가한다. 
또한, 지금까지 과학, 기술 분야의 교육이 해당 학문 분

야에 대한 학습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겨

왔으며, 과학을 비롯한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

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16]을 직시한다면, 다양한 

STEAM 교육을 위한 시도야 말로 교육적으로나 정책적으

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STEAM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

해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

적․정서적인 감성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흥미도 등 과학적 

소양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4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준비와 부분적인 실행을 

통해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STEAM 교육이 학생들의 과학

적 태도와 과학적 흥미도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생 소감문과 수업과정에 대한 관찰 평가를 

통해, 교육용 로봇이라는 신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등의 융합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첫째, 로봇의 제작과 동작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과학

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연결하고 즐기며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해 창

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주어진 과제와 발생한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넷째, 흥미->동기->성공의 기쁨 등을 통해 지적․정서적 

경험과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

는 감성적 과학교육 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힘들고 어렵게 인식되어 기피하는 과학기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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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섯째,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융합적(STEAM) 사고 

신장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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