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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기초학문으로서 합리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두려운 과목으로 되어가는 게 

현실이다. 한편 STEM은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융합하여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등의 과목에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

적 교육이다. STEM교육의 도구로 로봇이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되어있다. 따라서 STEM 기반의 로봇교육을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자 수학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STEM, 교육용로봇(educational robot), 피코크리켓(Pico-cricket)

I. 서론

수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하였다고 할 만큼 오래된 학

문이며, 각 시대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온 교과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몹시 지겹고 따분한 과목으로 여긴다. 따라서 

흥미유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도 계속되고 있

다. 퍼즐연구나 수학사도입,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색종이라든가 나무 등 구체적 

조작물을 통하여 수학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이미 연구되었다(박계순, 2000). 이는 수학수업에 교구를 적절하

게 활용하는 것은 수학이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선입관을 

없애주기에 충분하고, 교구의 활용을 통하여 아동들이 수학이 재

미있고, 쉬운 과목임을 알게 하고 아동들이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

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윤선, 2004).
2008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간한 ‘2008년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학교 수업의 방향

으로 청소년의 경우, 과학적 지식과 개념위주 전달 교육보다는 실

험과 탐방중심,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08).  
즉, 완성된 수학·과학적 지식이나 개념의 전달보다는 수학과학

적으로 탐구하며, 실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과학, 수학, 공학, 기술과목의 흥미도와 학생

들의 기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교육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이 태동하였다. 

STEM 통합교육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교육했을 때

의 효과가 더 높다는데 기인한다(송정범, 2010).
이러한 STEM 관련 원리와 이론을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구체

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교구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도구 중 

하나인 로봇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술공학 발전의 산물로서 설

계, 조립, 조작을 기본활동으로 하는데 현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

하는 창의성 신장, 문제해결력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동기유발에 

효과적인 도구라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박
정호, 2010).

교육용 로봇은 실험활동을 통해 수학·과학적 문제해결력과 팀별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학습까지 조장(송정범, 2010, 재인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환경을 조장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

용 로봇을 학습에 이용하면 수학의 흥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금까지 개발되어있는 교육용 로봇으로는 마인드스톰, 피

코크리켓, 로보로보, 카이로봇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에 적합한 피코크리켓을 사용하려고 한다. 피코크리켓 프

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고 직접 로봇으로 

만들어서 확인해보는 과정은 수학의 흥미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

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 피코크리켓을 활용하여 STEM기반의  수학학습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2. 1)

128

II. 관련연구

1. STEM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를 융합

한 학문으로, 미국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 STEM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다. 배선아(2009)는 STEM은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의 통합으로 MST(Mathematics,Science,Technology)에 공학을 추가

(Sander,2009,P21)발전ㆍ변형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2007년 

Virginia Tech에서는 STEM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개념으로 

‘STEM 교육’을 ‘통합적 STEM 교육 (integrative STEM Education)’ 
이라고 재명명 하였다(Sanders,2009,PP.20~21).

2. 교육용로봇

교육용로봇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알고리즘 교육을 목적으로 개

발된 로봇이며, 이는 교구로봇과 교사로봇으로 나뉜다. 교구로봇

은 학생이 직접 조작하는 로봇을 말하고, 교사로봇은 로봇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종의 능동적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송정범, 2010). 
개발된 제품으로는 마인드스톰, 피코크리켓, 로보로보, 카이로

봇 등이 있으며(권순범, 2010) 본 연구에서는 피코크리켓을 사용

하고자 한다.

3. 피코크리켓  

 MIT Media Lab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LEGO를 이용하여 학

생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제작사에서는 이것이 마인드 스톰과 유사하지만 보다 

더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한 교육용 로봇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
음은 간단한 하드웨어의 소개이다. 

그림 1. 피코크리켓 

Figure 1.  Pico cricket

 
4. 피코블럭 프로그램 

피코블럭 프로그램은 피코크리켓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기존의 프로그래밍언어는 줄글식이지만, 피코블럭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래밍 블럭을 이용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어 맞추면 순서

대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III. 본론  

송정범에 의하면 최종 STEM 통합교육 기반 로봇교육 모형은 

‘현실세계- 개념추출 및 반성- 추상화- 현실에 응용’ 의 단계별 교

수자, 학습자의 활용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와 로봇활용 학습전략, 
탐구과정과 학습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STEM 통합교육 기반 로봇교육 모형

   Table 1. modelof robot education based on STEM

위의 모형은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서 현장 적용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위의 모형을 이용하여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로봇을 활

용한 수학 학습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보았다.
                 

 표 2. 수학 학습프로그램

     Table 2. mathematics program using robot

차시
학습

주제
로봇활용방안 응용문제

1 덧셈 두수의합 계산
3을 몇 번 더해야 50보다 작은지 

찾는프로그램만들기

2 뺄셈 두수의 차 계산
합해서 7이 되는 두 수의 경우 찾아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3 곱셈
덧셈을 곱셈으로 

변환하기

같은 수 여러번 더할 때 효율적인 

프로그램 만들기

4 나눗셈

나눗셈을 

뺄셈으로 

변화하기

나눠서 떨어지는 개념 파악해서 

토론하기

5 수의 합 1에서 10까지 합
단순덧셈과 변수,repeat문 이용한 

경우  비교해서프로그램 만들기

6 약수

나눗셈의 

성질이용 약수 

구하기

공약수구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7 배수

덧셈 또는 

곱셈이용해서 

배수구하기

공배수 구하는 프로그램만들기

8
역순으로 

수배열

감소하는 수를 

표시할 수 있다.
역순디스카운트 해서 작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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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학습프로그램의  약수에 대해서  STEM 통합교육 기

반 로봇교육 모형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약수 찾는 자동차 만들기의 교수·학습과정안

  Table 3. study plan of robot car finding divisor 

단계
활    동 로봇활용 

형 태
탐구과정

학습

형태교수자 학습자

현실

세계

·로봇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제시한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 

확인

완성형 

로봇 제시

관찰

예상
협력

개념

추출 

및 

반성

약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유도한다

나눗셈의 

성질에서 

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로봇의 

프로그램

을 통해 

나눗셈

확인

추리 협력

추상화

학생들의 

생각을 

발전시킨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개별

현실에 

응용

약수를 

이용해서 

자동차작품을 

설계한다

창의적인 

자동차를 

만든다

협력학습을 

위한 

추가장치 

및 부품 

제시

협력

약수 찾는 자동차 만들기의 피코 크리켓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피코 블록 프로그램

Figure 2. Picoblock program

그리고  이것을 피코 크리켓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은 다음 그림

과 같다.

그림 3. 약수 찾는 자동차          

Figure 3. robot car finding divisor

IV. 결론 

STEM 기반으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수학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램으로 수학의 흥미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직 교육용로봇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 많이 부

족하므로 여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전

문적인 교사와 인력의 양성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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