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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프트웨어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책을 정보처리 체계에 의해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문제를 구성
하고 자신의 사고를 제시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컴퓨팅 사고력이 발현

되는 문제해결의 장이 실제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문제해결의 경험을 제공해 줄 때 더 바람직한 소

프트웨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교육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몰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상황 속에서 로봇과 프로

그래밍을 결합하여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로봇기반 SW융합수업을 초등학교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를 컴퓨팅 사고력과 사회적 역량(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초등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맥락을 가진 문제해결상황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수업 사례를 제공하고, 이 수업의 효과성을 컴퓨팅 사고력과 사회적 역량의 관점에서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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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f problem solving situations can provide students with meaningful problem solving opportunities in
authentic social contexts, then software education would be more valuable. This study pursued educational

robot-based SW convergence education where 4th grade primary students have access to tangible outputs and can

engage in authentic problem solving situations working with peers by using robots and programming.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es in terms of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and social capa-

bilities(collaborative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current study provides educational robot-based SW con-

vergence education cases of a primary school and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es in terms of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and social capabilities.

Keywords : Software Education,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al Robot-based SW Convergence Education,

Collaborative skills, Communication skills

1. 서론

소프트웨어교육(이하 SW교육)의 필수화와 함께 컴퓨

팅 사고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

어 소양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책을 정보처리 체계에 의

해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자신의 사

고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팅 사고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4][18]. 그런데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이 발현되는 문제해결의 장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해결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문제 상황(지진, 인명 구조, 재활용, 식

량부족 등)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연마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SW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W교육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용 로봇[1]을 활용하여 학

습자가 몰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상황 속

에서 로봇과 프로그래밍을 결합하여 동료들과 함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SW융합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용로봇기반 SW

융합수업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사회적 역량(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가?

2.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학

생의 협업능력 향상에 효과적인가?

3.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학

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인가?

2. 이론적 배경

2.1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

SW교육은 일반적인 학습과는 달리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필

요로 한다. 이 때문에 처음 SW교육을 접하는 학습자의

경우 SW학습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흥미를 보

이고,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8]. 이러한 SW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제시된

로봇기반 SW교육은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의미하는데, Papert(1980)는 로봇이라는 도구를 이용하

여 SW교육을 실시하면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생활

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고 하며 로봇

기반 SW교육의 효과성을 주장하였다[11].

이처럼 교육용 로봇을 SW교육에 이용하면, 프로그래

밍 입문 단계인 초등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이

로봇의 동작을 통해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몰입 경험을 촉진할 수 있고[7], 로봇을 구체적으로 조

작함으로써 학습자를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5]. 또한 학습과정

에서 본인의 프로그래밍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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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에 SW교육의 효

과적인 교수학습방안으로 로봇기반 SW교육이 주목받

고 있다. 특히 SW교육에서는 작성한 프로그래밍의 오

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디버깅 과정이 핵심적인 과정

인데, 초보 학습자는 작성한 프로그램과 실제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어 학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로봇기반 SW교육에서는 로봇을 통해 실행

과정을 쉽게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오류를 발견하여 재

작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17]. 이렇게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성찰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컴퓨

팅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

서영민과 이영준(2010)도 로봇의 활용은 SW교육에

있어 상호작용적이고 놀이중심의 체험적이며 협력중심

의 학습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15]. 학습자들은 로봇,

교사,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소집단활

동을 통해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로봇의

간학문적 성격 때문에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용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로봇을 활용하여 SW융합교육을 설계하

면 SW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

으로 사료된다.

2.2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의 효과성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로봇기반SW교육은 학습자

의 인지적, 정의적 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특히 컴퓨팅 사고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의 인

지적 영역 뿐 아니라 몰입, 흥미 등의 정의적 성과 향상

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배

경과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봇기반SW교육에

서 컴퓨팅 사고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어떠한 변

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기반SW교육은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예, 이정민(2017)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로봇기반SW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살펴본 결과, 컴

퓨팅 사고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외에도

이정민, 박현경, 최형신(2018)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A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5차시의 로봇활용SW교육

을 실시한 결과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9].

또한, Saez-López, Roman-Gonzalez &

Vazquez-Cano(2016)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개념과 논

리 부분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13], Saez-López,

Sevillano-Garcia, & Vazquez-Cano(2019)연구에서는 프

로그래밍교육에서 로봇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mBot을

활용한 프로그래밍교육이 수학적, 컴퓨팅 사고에서도 향

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14].

한편, Kim과 Lee(2019)의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로봇기반 SW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4명에게 실시한 결과 컴퓨팅 사고력이 향상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6]. 이처럼 컴퓨팅 사

고력에 대한 효과는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있어 재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로봇기반 SW교육의 협업능력 향상에 대한 효

과는 연구결과마다 상이하다. 채수풍과 전석주(2015)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로봇활용 STEAM 기반 프

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로봇활용 STEAM기반 프로그래밍교육이 초등학

생의 협업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2]. 그

러나, 이정민, 박현경, 최형신(2018)연구에서는 로봇활용

SW교육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9].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가 도우미를 활용

하여 협력을 촉진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과제를

진행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며, 협업과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팀 중심의 협업과제로 해결

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교육용로봇기

반 SW융합교육을 설계하였고, 협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협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Kong, Chiu & Lai(2018)의 연구에 따르면 협업적인

태도를 가진 학습자일수록 장기적인 SW교육의 성과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므로[8], 협업능력은 SW

교육지속이나 효능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팀프로젝트기반 수업으로 협업이 촉진된다면 학생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협업 프로

젝트 과정에서 로봇을 통해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이루

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함께 보면서 학습자들은 서로

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팀원 간 의사소

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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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팀프로젝트기반

수업으로 문제해결형 교육용로봇기반SW융합교육을 설

계하고 그 효과성을 보고자하였으며, 효과성 변인으로

컴퓨팅 사고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선정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7년 2학기 강원도에 소재한 A초등학교

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로봇기반 SW교육은 융합수업으로 설계되었으며 네 개

의 반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수업에서 사용

된 교육용 로봇은 WeDo 2.0이었으며 각 팀에서 태블릿

을 활용하여 블록 기반의 코딩을 수행하였다. 수업 초기

에 Bebras 사전 검사지와 사회성 요인(협업능력, 의사소

통능력)검사지를 가지고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모듈 수업 후에 사후 검사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후

최종적으로 59명의 학생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

었는데, 남학생은 31명(52%) 여학생은 28명(48%)이었

다.

3.2 연구 도구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컴퓨팅 사고력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ebras 검사지를 활용하였

다. Bebras 검사지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한국 Bebras 시험에 포함되었던 문항 중 6문항

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12].

Bebras검사지 문항 중 (Fig. 1)에 제시된 ‘그림 바꾸

기(Painting)’ 문항의 정답은 B이며,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알고리즘을 수행해 볼 수 있다. 알고리즘

(algorithm)은 컴퓨터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

을 의미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 그래픽의 픽셀을

변화시킨 것으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단순화된 버

전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 Bebras test item

또한 협업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의 협

업능력 9문항[16]과 의사소통능력 5문항[3]을 활용하였

다. 협업능력 문항(예, ‘나는 혼자 학습할 때 보다 협동

학습을 할 때 과제에 더 집중한다’)과 의사소통능력 문

항(예,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제해결형 팀미션 로봇기반

SW융합수업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협업능력 검사도구와 의사소통능력 검사도

구의 신뢰도는 각각 .78과 .85였다.

3.3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수업 

본 연구에서 진행한 로봇기반 SW융합수업은 7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Table 1> 참고).

각 모듈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시나리오(예, 지진, 인명 구조, 재활용, 식량부족

등)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

록 하였다. 학생들은 ‘미래 재난 연구소‘라는 연구소의

연구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명은 디자이너 다른 한 명은 엔지니어로 활동하도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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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다(Fig. 2 참조). 디자이너는 문제해결을 위한 로

봇을 설계하고 엔지니어는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업 중에 학생들은 두 가

지 역할을 교대로 하면서 두 역할을 모두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4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개의 로봇을 동시에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상황도 포함하였다.

<Table 1> Robotics class modules’ content

(Fig. 2) Students’ activities with robots

4. 연구 결과  

4.1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컴퓨팅 사고력에 미

치는 효과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

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고). 사전 컴퓨팅

사고력의 평균은 1.85, 표준편차 1.06이었으며, 사후 컴

퓨팅 사고력 평균은 2.47 표준편차 1.24로 나타났다. 이

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으며,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Bebras 검사 평균 점수가 사

전과 사후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검사문

항이 여섯 문항으로 제한적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Matched pair t-test(Bebras test)
(n = 59)

* p < .05

No Content Subject

1

Introducing Rescue Robots
- Assemble robots
- Program robots
- Share ideas of robots’ roles

Ethics,
Social
Science

2

Designing Rescue Robots
- Design robots to signal a disastrous
situation
- Assemble teams’ robots
- Share team’s problem solving robots

Social
Science,
Science

3

Future Food Problem Solving Robots
- Assemble a pollination model with
a bee and a flower part
- Program pollination process
- Share teams’ models

Science

4

Building Earthquake-resistant
Houses
- Investigate earthquake simulator and
design earthquake-resistant houses
- Assemble teams’ simulator and
houses

- Share the testing results

Science

5

Recycling Helper Robots
- Assemble classifying robots and
recycling objects

- Program the classifying robots
- Share the testing results

Science,
Social
Science

6

Collaborative Robots
- Provide a mission requiring a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 Combining robots to collaborate
- Discus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Ethics

7

Designing Future Robots
- Design a future robot with a mission
- Assemble robots and program
- Present teams’ future robots

Arts,
Social
Science

M SD t p

Bebras
pre-test

1.85 1.06
-3.636* .00

Bebras
post-test

2.4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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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효과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협업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고).

<Table 3> Matched pair t-test(Collaborative skills)
(n = 59)

* p < .05

사전 협업능력의 평균은 3.79, 표준편차 .51이었으며,

사후 협업능력 평균은 4.03, 표준편차 .48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생

의 협업능력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규명되

었다.

4.3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고). 사전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은 3.46, 표준편차 .61이었으며, 사후 의사소

통능력 평균은 3.76, 표준편차 .58로 나타났다. 이는 유

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로

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Matched pair t-test(Communication skills)
(n = 59)

* p < .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용로봇기반 SW융

합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교육용로봇기반 SW융합교육은 인지적 측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즉 학생들의 협업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에도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협업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대상 로봇기반 SW융합교육

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9][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Bebras 검사 평균

점수는 사전과 사후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서

향후 학생들의 지속적인 컴퓨팅 사고력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 대상

로봇기반 SW융합교육은 학생들의 협업능력 및 의사소

통능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수업에서 활용된 수업 모듈은 모듈 1-5는

2인 1팀으로 하나의 로봇을 가지고 협업하는 문제해결

과제를 제공하였으며 모듈 6-7은 4인 1팀으로 협력적

과제를 해결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협업능

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자기보고형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이나 관찰 등을 통

해 팀 내의 협업관계도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해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로

봇활용 SW융합교육을 설계하고, 로봇활용 SW융합교육

이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아직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취도, 컴퓨팅 사

고력 등 인지적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사회적 성

과인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효과검증이 부족했

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SW융합 프로젝트

M SD t p

pre-test 3.79 .51
-4.247* .00

post-test 4.03 .48

M SD t p

pre-test 3.46 .61
-4.425* .00

post-test 3.7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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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수업을 설계하면 사회적영역의 성과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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