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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 that relates robots and to develop and redesign STEAM 

teaching/learning program with a robot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Learning with a robo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candidates for STEAM education. This article mainly concerns a robot that can be helpful to improve students' interests in learning science 
and mathematics in schools. As the results of the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 analyzing, th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s contained 
more contents of liberal arts and fine arts, and the program for secondary schools contained more contents of science, technology, and 
math. In the middle school program, context for learning, class activities of creative design and emotional touch, evaluation, and job and 
career information were evenly implemented. In the elementary and high school program, there were few information about robotics career. 
We extracted all robot utilizable subjects and units from school curriculums, and redesigned contents which can be applicable to regular 
classes for school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onclude that 'learning with a robot' can encourage students' interests in STE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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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교육부1)는 ｢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 
범위에 초‧중등과정의 과학기술-예술융합의 STEAM을 중

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0), 연구시범 학교 

또는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STEAM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STEAM 교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융합교육 정책으로, 현재 

전세계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인 과학, 기술, 공학, 수

학에 예술, 인문, 사회를 더하여 창의성, 지성과 인성교육의 균

형을 강조한 것이다.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내용(contents)과 과정(process)을 공학적 설계(engineering 

design)와 혁신(innovation)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언어학, 사회학, 예술 등 다른 교과와의 통합과 융합을 통해 지

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Sander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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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부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함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 관련 학계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학습의 낮은 정의적 특성과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07). 국제

학업성취도(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에 따르면, 수학 및 과학의 성취도는 2003, 2006, 

2009, 2012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4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

고 있는 반면, 태도와 흥미 등 정의적 특성은 OECD 평균값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2014, 한국교육개발원, 2010). 

특히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55/57위로, 1위 콜롬비아(1.15), 2위 

키르기스스탄(0.91), 3위 태국(0.79) 등의 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점수대(-0.24)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수학과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족은 학교 수학교육

과 과학교육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제 맥락과 유리되어 학습의 

진정성이 결여됨으로써(박현주 외, 2012; 조현영, 손민호, 2014),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이다(Wilson, 

1993).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수학이나 과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교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이공계 진로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김현정, 2011; 김현정 외, 2011; 이범홍 외, 2005; 이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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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frame for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

범주 요소 설명

목표 STEAM 목표 반영 STEAM 목표에 부합하는가?

개념
학습내용 융·통합 교과의 학습내용이 자연스럽게 융합하였는가?

내용 및 개념 수준 과학, 수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구성되었는가?

교육활동

상황 제시 실제적인 맥락 상황 실생활 속의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인가?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과정 설계 과정을 경험하고, 학습자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기획하였는가?

협력 학습 다양한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는가?

다양한 산출물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다양하게 산출되도록 설계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성취의 경험 직접적인 체험 및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였는가?

새로운 도전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설계하였는가?

평가 평가의 적절성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진로 진로와의 연계 다양한 진로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외, 2004; Frazee & Rudnitski, 1995; Glasgow, 1997; Jacobs, 

1999; Wolfinger & Stockard, 1997). 즉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관심은 향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문대영, 2009).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 절실히 필요하다. 

STEAM 교육의 핵심은 인간의 가치 추구를 위한 창조적 활동의 

‘공학’ 개념이다(박현주 외, 2012; 백윤수 외, 2011;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2013). 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교육은 

과학기술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수학과 과학의 

실질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할 뿐 만 아니라, 공학적 설계능력, 공학 

및 공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

다(Doppelt et al., 2009;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10). 공학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수학과 과학

교육을 통하여 공학의 기술을 이해하는 한편 공학을 통해 수학과 

과학의 개념을 이해한다. 둘째, 공학적 소재를 통해 그와 관련된 

통합된 개념과 과정, 공학적 사고 기법, 창의성과 혁신 등을 학습한

다. 셋째, 공학적 설계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및 설계(design based)

를 경험한다(ITEEA EbD, 2014). 

로봇은 STEAM 및 공학교육의 대표적인 소재로서 그 자체

로서도 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과학, 기술, 공

학, 수학, 컴퓨터 등의 영역을 넘나드는 종합 기술적 산물이다. 

따라서 로봇교육의 수준과 범위를 로봇의 활용에 따른 인간과 

사회까지 확장한다면,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STEAM 교수학

습 소재의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STEM 교과를 흥미롭게 가르치고 과학기술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다양한 로봇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로봇

경진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NASA의 ‘2010 Science 

Plan: For NASA’s Science Mission Directorate’는 인간과 로봇의 

우주탐사를 위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 또는 우주 

날씨와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FLL(FIRST LEGO LEAGUE)은 

창작형 로봇 경진대회로써 매년 실생활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주고, Mindstorms를 플랫폼으로 하여 로봇시스템을 구현하게 

한다. MIT Seymour Papert의 연구팀(Papert, 1980)은 Logo 

Turtle, Roamer, Lego Mindstorms 등으로 로봇 사용자의 저변

을 크게 확대하고 교육에서 로봇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및 수학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공학교육의 

추구하는 바를 지향하는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안

하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과 연관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조사하

고, 교과 및 과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STEAM 교육의 수업

활동 요소 등을 분석한다.

둘째, 초․중등학교에서 사용가능한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Ⅱ. 로봇 연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석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보급하고 있는 

2012년과 2013년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중 로봇 관

련 프로그램인 총 64차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로봇 연

관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을 주제, 학교급 대상, 교과별, 내용

요소, 목표와 개념, 교육활동, 평가와 진로 등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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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s of themes of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 for robot

주제 학교급 교과 및 내용요소

• 진로 • 로봇 공학자
• 미래의 생활과 로봇 초등 과학. 에너지

국어. 기사문을 읽고 내용 파악

• 친환경 동력의 작동원리 •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장치
• 에너지 변화 초등 과학. 에너지

미술. 주제표현, 표현방법

• 진공청소기의 구조와 기능 초등 과학. 액체와 기체
사회. 지역사회의 발전

• 로봇의 종류와 역할 및 기능 • 휴머노이드 로봇 초등 과학. 동물의 세계

• 다양한 형태 에너지 • 모터 역할
• 각 부분의 특징 • 전류와 자기장
• 전자기기

중 과학. 과학 기술 혁신, 과학 기술 혁신과 인류문명, 전기와 자기, 전자기유도
기술. 전기 전자의 이용, 모터의 원리

•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필터
• 필터의 원리를 이용한 동물이나 식물의 예시
• 기능적 디자인 요소

중
국어. 공감적 듣기와 문제해결
과학. 반도체와 신소재, 고분자 소재
미술문화. 미술과 생활

• 다양한 생물의 감각기관과 센서의 기능
• 로봇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신소재
• 디자인과 드로잉 기법

중
국어, 공감적 듣기와 문제해결
과학. 반도체와 신소재
미술문화. 미술과 생활

• 생체모방 청소로봇 모형 제작
• 생체모방의 기술 이해 중

국어. 정보를 전달하는 말, 설득하는 말
미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과학. 과학과 인류문명, 첨단과학 기술과 인류의 이용

• 로봇의 구성 장치 • 이동장치
• 탐색장치 • 제어장치
• 무게 중심

고등 물리. 시공간과 우주, 에너지
수학. 평면좌표

• 전동기 회전 원리 • 모터 고등 물리Ⅰ. 에너지의 발생, 전기에너지와 발전기
기술. 전기 전자의 이용, 발전기의 원리

• 필터의 조밀도와 흡입력
• 전기소모량과의 관계
• 공기 조화 기술 및 수처리 기술에서의 필터 적용과 원리

고등
과학.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물의 소독
독서와 문법. 독서의 준비와 수행, 합리적 추론
기술. 가정생활, 쾌적한 실내 공간, 기술의 세계, 건설 기술의 기초

• 다양한 생물의 감각 기관과 센서 기능
• 로봇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신소재 종류
• 디자인과 드로잉 기법

고등

국어Ⅰ. 공감적 듣기와 문제해결
과학. 반도체와 신소재, 고분자 소재
생명과학Ⅰ.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 생물자원의 이용
생명과학Ⅱ. 생명공학, 생명공학의 기술과 이용
화학Ⅱ. 반응속도, 촉매의 종류와 이용
미술문화. 미술과 생활

2. 분석틀 구성

프로그램 분석틀은 범주, 요소, 설명으로 구분하고, STEAM 

교육 체크리스트 및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 교

육활동, 평가, 진로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그 중 '교육활동' 범

주는 상황(Situation),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감성적 

체험(Emotional Learning)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박현

주 외, 2012; 백윤수 외, 2011). 각 범주는 몇 개의 하위 요

소로 구분하였다. '창의적 설계'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 '창

의적 설계 과정,' '협력 학습,' '다양한 산출물'을 요소로, '감

성적 체험'은 '성취의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하위 요소로 

구분된다(Table 1). 분석틀의 각 요소는 STEAM 교육의 요

소별 특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매우 적합 5점, 매

우 부적합 1점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분석은 본 연구진과 STEAM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학교에 적용한 경험 있는 교사 

2인이 동시에 진행하였다. 4명의 분석자가 총 64차시 프로그램을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자

간 분석 결과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약 68%의 일치도를 보여 

분석결과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ssick, 1995). 

연구자간의 일치하지 않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와 재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하였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가. 로봇 연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중 로봇 연관 프로그램은 51개 주제

의 64차시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로봇의 소개, 생활과 로봇, 관절과 작동원리, 에너지, 

진로 등과 같이 로봇의 소개와 유용성, 인간과의 비교 등의 소재로서

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로봇의 종류와 기능, 

모터, 에너지, 감각기관과 센서, 생체모방 등과 같이 로봇의 과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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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bject contents of robot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                                       (단위: 개 (%))

              분야
학교급

과학(S)
기술(T)

예술 & 인문사회(A) 수학
(M)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미술 음악 체육 국어 사회 도덕윤리

초등 3, 4 6 9 6 5 13 16 3 1 10 9 2 14

초등 5, 6 12 4 7 6 17 22 1 1 9 4 0 12

 소계
18 13 13 11

30 (15.9)
38 4 2 19 13 2

26(13.8)
55 (29) 78 (41.3)

중학교 15 5 6 7 18 16 4 1 4 8 0 7

소계 33 (36.3) 18 (19.7) 33 (36.3) 7 (7.6)

고등학교 18 3 4 4 12 18 3 2 7 4 1 10

소계 29 (33.7) 12 (14) 35 (40.6) 10(11.6)

합계 117 (32) 60 (16.4) 146 (39.9) 43(11.7)

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로봇 

3대 법칙, 이동장치, 제어장치, 생체 모방, 첨단 소재 등과 같이 

첨단 과학 접근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로봇 연관 진로 및 설계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있다. Table 2는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

램의 학교급별 예시이다.

로봇 연관 프로그램과 과학, 수학, 기술, 사회, 미술 등 주요 

교과의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의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중등학교 프로그

램은 과학 분야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때, 공학은 STEAM의 핵심 분야이지만 현행 우리나라

의 초ㆍ중등학교의 교과가 아니므로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된 분야별 비율은 총 

366개의 내용 중 예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내용은 약 40%, 

과학 분야의 내용은 약 32%, 기술과 수학 분야의 내용은 각

각 16.4%, 1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내용의 융통합에 따라 분석한 결과

(Fig. 2),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예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41.3%), 그 다음에 과학 분야의 내용이 포

함된 것(29%)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예

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내용과 과학 분야의 내용이 유사한 비율

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M 분야 중 수학 내용

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각 학교급별로 프로그램의 내용 융통합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

타났다.

Fig. 3은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과학과 교육과

정의 에너지, 물질,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네 영역에 따라 분석

한 결과이다. 로봇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급에서 에너지 연관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 Science, technology, arts, math of robot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

Fig. 2 Contents convergence b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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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EAM learning/teaching program's activities                                                       (단위: 점(%))

구분　 상황
제시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 진로와의 연계창의적 설계 
과정

자기주도
학습

협력
학습

다양한 
산출물

성취
경험

배려
소통

도전

초등학교 132 30 30 30 30 44 44 32 132 96

소계 132 (22) 120 (20) 120 (20) 132 (22) 96 (16)

중학교 60 15 15 15 15 20 20 16 60 60

소계 60 (20.2) 60 (20.2) 56 (19) 60 (20.2) 60 (20.2)

고등학교 60 18 15 18 18 24 24 20 72 48

소계 60 (18.9) 69 (22.8) 68 (21.4) 72 (22) 48 (15)

총계 252 249 244 264 204

Fig. 3 Science contents by schools  

나. STEAM 교육활동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

적 체험, 평가, 진로와의 연계 등의 범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진로와의 

연계 내용이 다른 활동 요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의 프로그램은 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 진로 등의 

요소들이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황 제시가 조금 포함

되어 있으며, 또한 창의적 설계 중 자기주도학습 요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기초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며 졸업 후 취업 

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되므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제안

1.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는 ‘로봇에 대

한 과학기술적,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관점이 결

합/재배열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융합적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소양 및 문제해결력, 그리고 창의성을 신장’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급

별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로봇과 연관할 수 있는 교과

별 요소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학습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포

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목록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때 다양한 교

과 내용을 융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주제와 내용을 어우를 

수 있는 교과와 단원을 연계함으로써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

그램 개발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을 적용한 첨단제품을 활용하여 과학,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제고 및 학습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 둘째, STEAM 

교육 준거인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 ‘평가와 

보상’의 3단계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기술 원리가 첨단제품과 융

합하여 적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로봇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과학기

술,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제고 및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

학교급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로

봇의 이해와 활용 가치에 대해서, 중학교의 경우, 로봇의 구성

과 과학적 원리 탐구, 고등학교의 경우, 로봇 기술에 필요한 학

문적 탐구 및 직업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2. 프로그램 평가

제안한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STEAM 교육 전

문가, 현장교사, STEAM 프로그램 개발자 등의 총 20명의 전

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되었다(Table 6). 전문가 집단은 5점 척

도로 구성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분석틀(Table 1)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석

틀의 요소별 평가 결과의 평균값이 4.22∼5점 범위 내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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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verview of robot STEAM program 

구분 학습내용

초등학교

- 로봇의 종류와 정의 알아보기
- 센서의 정의와 종류,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 홈봇의 필요성과 상황에 알맞은 센서 선택하기
- 홈봇 설계하기
- 레스큐봇의 역할과 기능 알아보기
- 재난 상황 선택하고 레스큐봇 설계하기

중학교

- 로봇개발, 생산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만들기: 로봇제작사, 사용자, 로봇이 관련된 상황에서 사람의 권리와 의무 및 침해한 권리 등을 분석하기
- 보안 및 경비에 필요한 로봇 기능 분석하기
- 인간(동물)과 로봇의 자극에 대한 반응 행동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로봇 작동원리 탐구하기
- 수학의 톱니바퀴 문제를 이용한 감속기 원리 탐구하기
- 로봇팔 흉내내기 체험을 통한 로봇 과학적 원리 탐구하기
- 구상도(설계도) 작성 및 제작하기
- 로봇 작동 원리 탐구 및 제작하기
- Arduino 모듈 프로그램밍을 통한 모터 제어하기
- 미래 사회에서 로봇의 의존도가 크게 될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분류하기

고등학교

- 로봇의 설계를 위한 물체의 질량 및 중심을 계산 방법 알기
- 전기에너지가 회전에너지로 전환되는 모터 원리 탐구하기
- 로봇을 위한 강력한 모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찾아 함수로 구성하기
- 함수와 그래프, 미래기술과 로봇 공학을 연결하여 표현하기
-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의 이름과 역할을 탐색하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 구성하는 부품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예측하기
- 문제해결에 대한 알고리즘을 습득 후 간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 기초 전기·전자 기술, 자동 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이해하고,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동력 전달 장치의 원리 이해하기
- 생활 속에 로봇의 활용 및 제조 기술과 관련된 직업 세계 조사하기

Table 6 Evaluators for STEAM program

구분 내용 및 인원 (명) 비고

현장교사

초등교사 (3)

중학교 교사 (5) 과학, 수학, 기술, 한문, 사회

고등학교 교사 (6)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기술, 정보

STEAM 교육전문가 STEAM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자 (3) 과학교육, 기계공학, 기술교육 전공 교수

STEAM 프로그램 개발자 STEAM 프로그램 개발 경험 연구자 (3) 과학교육 대학원생 / STEAM 대학원생

합계 20

Table 7 Evaluation of robot STEAM program 

범주 요소 평균

목표 STEAM 교육 목표의 반영 4.29

개념
내용 및 개념 수준 4.33

학습내용 융·통합 5.00

교육활동

상황 제시 실제적인 맥락 상황 4.67

창의적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4.65

창의적 설계 과정 4.37

협력 학습 4.48

다양한 산출물 4.31

감성적 체험
성취의 경험 4.57

새로운 도전 4.22

평가 평가의 적절성 4.52

진로 진로와의 연계 5.00

났다(Table 7). 따라서 제안한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

램이 STEAM 교육에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의 로봇 관련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고, 로봇 STEAM 교수학습을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로봇 관련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내용 분야의 경우, 예

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내용이 가장 많고, 과학, 기술, 수학 분

야의 내용 순서로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급별 내용 분야는 유

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예술 및 인문

사회 분야의 내용을, 중등학교 프로그램은 과학 분야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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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 중 에너지 분야의 내용을 많이 포

함하여 로봇의 과학적 원리를 과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로봇 관련 STEAM 중학교의 프로그램에 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 진로 등

의 요소들이 균등한 비율로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와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진로와의 연계 내용이 낮았다. 고등

학교가 사회 진출이전의 교육임을 고려할 때, 로봇과 관련된 

진로 교육 내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 관련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융합적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소양 및 문제해

결력,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로봇에 대한 과학기술적, 공

학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관점이 결합/재배열하여 제

안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로봇의 이해와 활용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중학교의 경우, 로봇의 구성과 과학적 원리 탐구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로봇 기술에 

필요한 학문적 탐구 및 직업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로봇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과학기술,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제고 및 동기를 향상할 수 있

을 것이다.

Ⅴ.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로봇 연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조사·분

석하고, 초·중등학교를 위한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내용

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예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학, 기술, 수학의 순서로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급별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내용 융통

합이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중학교의 프로그램은 STEAM 교육

에서 추구하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 진로 

등의 요소들을 균등한 비율로 포함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진로와의 연계 내용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AM 교육의 지향과 활동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로봇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학교급별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

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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