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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국 노동부는 2024년까지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12%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
다. 이것은 실제로 전통적인 산업군들이 IT와의 융
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Dol, 2015), 그래서 미래의 초연결사회, 융
합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박정호 등, 
2018).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소
양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
하였다. 그리고 운영지침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
래사회에서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각 교과에서는 교과교
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기
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교
과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야함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5). 즉,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
고 있는 것이다(문성환과 이승훈, 2012). 그러나 교
육부에서 제시한 운영지침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의 교육환경 대부분은 프로그래밍 방법만을 지도
하고 있어 미래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컴퓨
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계발
에 어려운 현실이다(최현호, 2015). 따라서 미래사
회가 요구하는 컴퓨팅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스프트웨어교육과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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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측면에서 각 교과 교육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교육과 과학 교과는 인접해 있는
학문으로 실세계의 문제를 각 영역의 관점에서 해
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
융합하기에 용이하다(이영준 등, 2018).
최근에 소프트웨어교육에 과학 교과를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효과를 알아본 연구를 살
펴보면,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함께 융합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고(김태훈, 2015; 
홍정미, 2015), 실과 정보 STEAM 교육이 초등학생
의 자아효능감과 학습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최영재와 이철현, 2013), 언플러그드 컴퓨팅을
활용한 융합교육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이 향상되었고(나원영, 2016), 최신 IT와 관련한 융
합교육의 적용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
진시키고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 신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학 개념의 원리 이해와
문제해결력이 증진되었다(한정혜 등, 2011).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의 효과와 관련

하여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 활동으로 오조
봇을 도입할 수 있다. 오조봇은 컬러 인식센서를
활용하여 속도나 방향, 시간 등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고, 다른 로봇과 달리 컬러 코드 스티커를 인
식시키기 때문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여 로봇을
조종하는 피지컬 컴퓨팅 수업뿐만 아니라, 컴퓨터
없이 언플러그드 활동 형태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
개발이 쉬워 아직 컴퓨터 활용 능력에 서툴고 대부
분 구체적 조작기로 구성된 일반적인 초등학교 학
생들 교육에 적합하다(홍지연, 2017).
이 활동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관련 단원을 살펴

보면, 초등과학 5학년의 ‘물체의 빠르기’ 단원을 들
수 있다. 이 단원은 물체의 위치, 운동, 그리고 빠르
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높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학습 흥미가
낮으며, 학습 곤란도가 가장 높다(김정혜, 2009; 정
하나와 전영석, 2014).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물체의 빠르기’ 단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
아가 후속 학습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힘과
에너지’ 후속 학습에서 학습 부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조상연과 오원근, 2012).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학년 과학 물체의 빠르기
단원에 속도나 방향, 시간 등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 오조봇을 활용하여 SW 융합프로그램을 개
발 및 적용하면, 비록 물체의 빠르기 단원 내용의
난이도가 높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다양한 물체의 빠르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과학학습동기와 과학 개념 이해, 탐구능
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부(2015)의 소프트웨어교

육 운영지침에 따라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과학 교
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과학에 오
조봇 코딩을 활용한 SW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기초탐구능력, 과학
학습동기, 과학학업성취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
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S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5학년 2개 학급을 정하
여 각각 실험반(22명)과 비교반(22명)으로 하였다. 
비교반은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일반적인 과학 수
업을 하였고, 실험반에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총 11
차시를 시행하였다.

2.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1)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의 성격은 모든 학
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
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
기 위한 데에 있다. 이러한 과학교육의 목표를 달
성하고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프로그램 유형

우리나라 일반적인 초등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반으로 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문제해결과정을 과
학 교과 학습 내용 및 탐구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
할 수있도록하였다. 컴퓨팅사고력은 CST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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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를 따르고, 프로그램의 단계는 박현주 등(2012)
이제시한 4C-STEAM 모형단계에따라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3단계로 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

정규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과학 개념 틀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문제 상황과
해결과정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심, 흥미를 반
영하였다. 5학년 과학 교과의 물체의 빠르기 단원
은 학습 흥미가 낮으며, 학습 곤란도가 가장 높다
(김정혜, 2009; 정하나와 전영석, 2014). 이에 최신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을 적
용하면 과학 수업의 흥미와 집중력 신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과학 개념의 원리 이해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한정혜 등(2011)의 연구에 따라 초등학
교 현장에 적용이 용이한 코딩 로봇으로 오조봇을
활용하였다.

4) 프로그램 개발 계획

컴퓨팅 사고력 세부 구성 요소들은 교육과정에
반드시 나열된 순서에 따라 배열되거나, 모든 하위
요소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한
국과학창의재단, 2014). 이에 물체의 빠르기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융합적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실험반의 교
수-학습 과정안과 학습지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초
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도
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진행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최종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5) 프로그램의 적용

이 프로그램의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하
게되므로초등학교 5학년물체의빠르기단원을재
구성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수업은 각각 총 11
차시로, 1차시수업은 40분단위로실행되어졌다. 실
험반은개발된프로그램을적용한수업이, 비교반은
교과서, 실험관찰, 지도서대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오조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융합프로그램의 수업
방법을제외하고비교반과실험반의수업시수, 탐구
과정 요소, 단원 학습 내용은 서로 동일하였다.

3. 검사 도구

1) 기초탐구능력 검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기초탐구능력 검사 도구는 권
재술과 김범기(1994)가 개발한 TSPS 검사지를 사용
하였다. 이 검사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적합하며, 이 연구에서 개
발한 프로그램에서 적용한 물체의 빠르기 단원의
탐구 과정 요소가 모두 기초탐구과정요소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 기초탐구능력 부분만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
이었다.

2) 과학학습동기 검사 도구

과학학습동기는 Keller (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를 박수경이 번안한 것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어휘를 고쳐 수정한 오정임(2004)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주의력 7문항, 관련성 8문
항, 자신감 9문항, 만족감 9문항으로 구성돼 있으
며, 총 30문항이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
다.

3) 과학 학업성취도 검사 도구

과학학업성취도는 연구자가 물체의 빠르기의 성
취기준과 학습 내용에 따라 평가 목표 및 평가 내
용을 추출하여 총 20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
한 문항을 과학교육전문가와 초등교사 4인에게 검
토 받아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사전 검사
는 학생들이 물체의 빠르기 단원 학습 전인 11월
첫째 주에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 적용
이 끝난 12월 둘째 주에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76이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
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오조봇을활용한SW융합교육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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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빠르기 단원은 물체의 운동을 위치의 변
화로 이해하게 한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이를 컴
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구성요
소 및 단계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

로그램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초등과학 수업 차시
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실제성과 적시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차시 상황제시 단계에서 학생들은 오조봇 레이

Table 1. The contents of program to class for experimental group

주제 오조봇이 레이싱 경기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 알아보기

단계 차시
교육과정 학습 내용

성취 기준
오조봇을 활용한 SW 융합교육 활동 탐구과정

요소
컴퓨팅 사고

상황
제시

1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운동하는 물
체의 빠르기를 정성적
으로 이해한다.

ⓢ 해결할 문제 찾기(오조봇이 레이싱 경기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오조봇 작동 방법 알아보기
- 제시된 코드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여 코딩하고 오조봇을 이
동시켜보기

-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해결할 문제를 찾고 해결 계획 세우기

추리, 
의사소통

문제분해

창의적
설계

2

ⓢ 기준점, 방향, 거리를 사용하여 오조봇의 위치 정보 수집하기
- 위치의 의미와 위치를 말하는 방법 알아보기
- 오조봇을 제시된 코드를 따라 이동시켜 보고 수집된 위치 정
보 이야기하기

관찰, 
의사소통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3

ⓢ 기준점, 방향, 거리를 사용하여 오조봇의 운동 분석하여 이
야기하기

- 기준점을 사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 오조봇을 제시된 코드를 따라 이동시시키고, 기준점, 방향, 거
리를 사용하여 오조봇의 운동 분석하여 이야기하기

관찰, 
의사소통

4

일정한거리를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 일정한 거리를 가는 데 걸린 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오조봇의 빠르기 비교하기

- 오조봇 레이싱에서 가장 빠른 오조봇을 뽑는 방법 생각하기
- 제시된 속력 코드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코딩하고, 오조봇을
도착점까지 이동시키기

- 도착점까지 도착한 오조봇 시간 기록을 수집하고 비교하여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른 친구 뽑기

측정, 
의사소통

5
일정시간에간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
할 수 있다.

ⓢⓣⓔ 일정 시간에 간 거리 정보 수집하여 오조봇의 빠르기
비교하기

- 이동한 거리가 다를 때에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생각하기
- 일정한 시간 동안에 오조봇이 이동한 거리 측정하기
- 수집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활용하여 빠르기 비
교하기

측정, 
의사소통

6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의 빠르기를 구할
수 있다.

ⓢⓜ 속력의 의미와 속력 단위 알아보기
- 지금까지 탐구한 빠르기 비교하는 방법들을 분석하고 패턴화
하여 속력 정의하기

측정, 추리, 
의사소통

추상화

7

ⓢⓣⓔⓜ 움직이는 오조봇의 빠르기 구하기
-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과 거리 측정 방법 이야기하기
- 오조봇의 운동 영상 찍고 분석하기
- 오조봇의 속력 계산하기

관찰, 측정, 
의사소통

8~9 ⓢⓣⓔⓐⓜ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오조코드 설계하기
추리, 예상, 
의사소통

알고리즘 및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감성적

체험

10 ⓢⓣⓔⓐⓜ 오조봇 경기하기
측정, 
의사소통

11 ⓢⓣⓔⓐⓜ 반성 및 평가하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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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경기의 제시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오조봇
레이싱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조봇이 레이싱 경기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
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결할 문제를 발견하고 서
술한다. 그리고 오조봇이 레이싱 경기 끝까지 이탈
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레이싱 경기를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 탐색 및
실행 계획을 세운다.

2차시~9차시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개념 탐색과 해결방안 설계가 이루어
진다. 즉, 2~7차시에서 오조봇이 레이싱 경기 끝까
지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오조
봇을 실제로 움직이고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빠르기를 비교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패
턴화하여 오조봇이 레이싱 경기 끝까지 가장 빠르
게 도착하는 방법을 속력으로 추상화하여 표현한
다. 8~9차시에서는 탐색하여 알게 된 내용을 바탕
으로 오조봇을 경기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
르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오조봇 레이싱 경기에 참가할 준비를 한
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안의 예시는 Appendix에서
보는 바와 같다.

10차시~11차시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문제해

결과 학습자 스스로 반성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10
차시에서는 창의적으로 설계한 내용에 따라 오조
봇 경기를 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1차시에서
는 학습자 자신의 모든 학습 과정과 결과를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에 따라 반성하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리고 경험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
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의 기쁨과 실패의 가치
를 표현함으로써 모든 단원 학습을 종료한다.

2.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1) 기초탐구능력의 변화 분석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기초
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반
과 비교반 간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실시하
였으며,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전검사 결과,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평균이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비해,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반이 비교반 학생보다 기초
탐구능력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를 탐구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살펴볼 때, 모든 영역에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반 학생들이 비교반 학생들에
비해 평균이 더 높았고 이중에서 관찰, 추리, 예상

Table 2. The results of t-test on basic science process skills

영역
실험반 비교반

t p
M SD M SD

전체
사전  8.41 2.26 8.50 2.04 —.140 .889

사후 10.32 2.28 8.18 2.99 2.669* .011

관찰
사전  1.59  .67 1.73  .88 —.578 .566

사후  2.41  .67 1.82  .96 2.375* .023

분류
사전  1.82  .91 1.59  .91 .831 .411

사후  1.77  .69 1.55  .74 1.058 .296

측정
사전  1.59  .96 1.82  .80 —.856 .397

사후  1.86  .99 1.77  .81 .333 .741

추리
사전  1.32  .84 1.36  .95 —.168 .867

사후  1.82  .80 1.14  .99 2.518* .016

예상
사전  2.09  .81 2.00  .69 .400 .691

사후  2.45  .67 1.91 1.02 2.097* .04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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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문을 살펴보면 ‘학원에서

는 주어진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가지고 속력을
단순히 계산해서 구했다. 속력 값을 답과 같이 정
확히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오조
봇을 사용해서 내가 직접 코딩해서 이동거리와 걸
린 시간을 측정하니까 내가 더욱 과학 실험에 집중
하게 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오조봇이 경기 끝
까지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지 여러
방법을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고민을 정말 많이 했
다.’, ‘오조코드를 어떻게 만들면 오조봇의 속력이
바뀌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오조봇이 색깔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서 코딩하고 나만의 코딩
방법을 만들었다. 무척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D 프린팅과 로봇 관련 교육이

초등학생의 기초탐구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는 성세찬(201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
이 한다. 그리고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전달과 우리 생활’ 과학 단원 수업에서 LEGO 
MINDSTORMS의 로봇 센서를 과학실험에 활용한
MBL 수업 결과, 기초탐구능력의 측정, 예상, 추리
의 세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김철(2011)의 연구 결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오조봇 코딩을 활용한 SW 융합교육프로
그램이 초등학생들의 기초탐구능력에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절차적 사고력
을 익히며, 주어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 논
리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심지현, 2018). 이 프
로그램에서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 오조봇이 어
떻게 얼마나 움직이는지 위치와 이동시간을 정확
하게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관찰 능력이 향상되었
고, 오조봇이 도착점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
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오조코드를 설계
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추리와 예상 능력이 향
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기초탐구능력 향상을 가져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과학학습동기의 변화 분석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반
과 비교반 간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실시하
였으며, 검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전검사 결과,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이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비해,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반이 비교반 학생보다 과학
학습동기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리고 하위 영역 모든
영역에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반 학
생들이 비교반 학생들에 비해 평균이 더 높았고, 
이중에서 주의력, 관련성, 만족감 영역에서 통계적

Table 3. The results of t-test on science learning motive

영역
실험반 비교반

t p
M SD M SD

전체
사전 108.86 13.96 105.95 11.65  .750 .457

사후 118.32 14.37 104.68 13.42 3.252** .002

주의력
사전  27.00  3.78  24.82  2.74 2.193* .034

사후  28.68  3.67  24.73  3.95 3.438** .001

관련성
사전  33.91  5.66  32.86  4.66  .668 .508

사후  37.68  4.95  32.55  5.26 3.334** .002

자신감
사전  26.36  3.59  27.18  4.15 —.699 .488

사후  28.50  4.67  26.36  3.71 1.681 .100

만족감
사전  21.59  3.13  21.09  2.72  .566 .575

사후  23.45  3.63  21.05  2.54 2.550* .01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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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문을 살펴보면 ‘오조봇이

신기하고 오조봇으로 공부해서 재미있고 더 신이
났다.’, ‘속력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오
조코드를 이용하여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경주도
하니 배움이 더욱 신이 났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오조봇 코딩을 통해 물체의 빠르기 단원을 배우며
과학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로봇 활용 융합인재교육이 초등

학생의 과학적 흥미와 관심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유현상과 이철현(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로
봇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김철(2011)의 연구, 과학 
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과학 학
습 동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지인철(2013)
과 임소영(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물체의 빠르기 단원 내용이 난이도가 높지

만 본 프로그램에 활용한 오조봇이 자발적 흥미를
가져와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주
의 깊게 참여하고, 배운 과학 개념을 활용하여 오
조봇의 빠르기를 측정 및 비교하는 구체적 활동을
통하여 과학의 유용성과 관련성을 체득하였으며, 
무엇보다 상황제시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왜? 어떻
게?’라는 생각을 통해 오조봇을 도착지점까지 이탈
하지 않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오조코드를 설계하고, 레이싱경기에 참여하는 활동
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여 과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과학학습동기
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3) 과학학업성취도의 변화 분석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반과 비교반 간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실시

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전검사 결과,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이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비해,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반이 비교반 학생보다 과학
학업 성취도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문을 살펴보면 ‘오조봇으

로 공부하니 수업에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덕분에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
게 됐다.’, ‘오조봇 경기를 준비하고 모둠 친구들과
협력하여 계속 오조봇을 코딩하면서 어떻게 움직
이는지 속력을 구하다보니 저절로 속력도 잘 이해
할 수 있었다.’고 하며, 본 프로그램이 대부분 물체
의 빠르기 단원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로봇을 활용한 학습이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송호창(2013)과 김동
호(2016)의 연구 결과,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STEM 
통합교육이 초등학생의 과학 교과의 태도와 학업
성취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송정범(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프로그램의 오조봇 코딩을 활용한 SW 융합

교육은 학생들에게 오조봇을 활용하여 빠르기를
비교하고, 속력을 구하는 구체적 활동을 제공하여
과학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높였다. 학습동기가 향
상되어 학생들은 물체의 빠르기 단원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생들 스스로 빠
르기를 비교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오조봇
이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관찰 및 측정하고, 이를
분석․정리․패턴화하여 속력을 정의하였다. 그리
고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여 오조봇을 레이싱 경기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
도록 알고리즘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물체의 빠르기 단원의 내용 이해가 향
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과학학업성취도의 향상을

Table 4. The results of t-test on science achievement

영역
실험반 비교반

t p
M SD M SD

사전 49.5 23.04 38.9 20.88 1.601 .117

사후 71.1 24.12 56.3 21.59 2.134* .039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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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교육부(2015)의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과학 교과 교육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과학 5학년 ‘물체
의 빠르기’ 단원에 오조봇을 활용하여 SW 융합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개발한 프로그램은 실험반 학생들이 비교

반 학생들에 비해 기초탐구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개발한 프로그램은 실험반 학생들이 비교

반 학생들에 비해 과학학습동기의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개발한 프로그램은 실험반 학생들이 비교

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이 연구의 오조봇 코딩을

활용한 SW 융합교육프로그램은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일반적인 교사 주도의 수업에 비해 기초탐구
능력, 과학학습동기, 과학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관
심과 흥미가 높은 오조봇을 활용하여 과학의 유용
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 코딩 활동을
제공하여 과학수업동기를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오조봇의 위치와 속력을 관찰 및 측정하여 빠르기
를 비교하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기초탐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물체의 빠르기 단원의 개념 이해를 높
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SW 융합교육 실천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비롯한
초등학교 현장교사들에게 SW 융합교육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소프트웨어교육이 실행되는 초창기이
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합인재육
성을 위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컴퓨팅 사고력
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역량의 중요성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스프트웨어교육을 융합적 측면에서
과학 교과 교육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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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eaching guide example

단원 3. 물체의 빠르기 차시 8~9/11

학습주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오조코드 설계하기 컴퓨팅 사고 알고리즘 및 절차

학습목표
오조봇이 경기 도착점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오조
코드를 설계할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

준비물
오조봇 레이싱 경기 동영상 파일, 오조봇, 다양한 오조코드 예시 자료, 학습지(오조봇 레이싱 경기 도안), 색연필, 
사인펜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유발
 ∙ 오조봇 레이싱 경기 동영상 감상하기
 ∙ 오조봇 레이싱 경기에서 오조봇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 오조봇 레이싱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야기해보기

∘ 학습목표 확인
오조봇이 경기 도착점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오조코드를 설계할 수 있다.

전개

∘ 오조봇 레이싱 경기 방법 및 규칙 알아보기

① 오조봇을 출발점 ①에서 경유지 ②를 지나 도착점 ③까지(①→②→③) 가장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가장 짧은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② 오조봇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경유지 ②를 지나 정확히 도착점 ③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코딩할
지 생각한다.

③ 오조봇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오조코드를 활용하여 어떻게 코딩할지 생각한다.
④ 생각한 대로 코딩하여 길을 완성한다.
⑤ 경기에 참가한다. 친구들과 각자 완성한 길에 오조봇이 동시에 출발하게 하고, 도착점까지 이동한 시간을
측정한다.

⑥ 걸린시간과 이동거리로 속력을 구하여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 창의적으로 오조코드 설계하기
 ∙ 오조봇 레이싱 경기 도안을 다양한 속력의 오조코드를 활용하여 자유

롭게 색칠하고 도착지점까지 오조봇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
을 만들기

 
∘ 설계한 오조코드 점검 및 수정하기
 ∙ 오조봇이 도착지점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는지 오조봇을
모의 작동시켜 점검하기

 ∙ 오조봇이 도착지점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조코드를 어
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오조코드 수정 및 완성하기

정리
∘ 모둠별로 설계한 오조코드 발표하기
∘ 오조코드를 설계하면서 느낀 점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