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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요소와 컴퓨팅 사고력 요소가 

균형 있게 분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체험과 놀이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고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

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컴퓨팅 사고력,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 유아교육

Abstract At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f early childhood software educ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an early childhood software education program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 and analyz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software education programs. In this study, a balanced distribution of software education, content elements 

and computing thinking elements was applied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software education, which is to improve 

computing thinking. As early as possible, it's a good idea to start teaching to remind themselves how to think through 

experiences and play activities and to discover problems and find solutions by themselves. In the analysis results, early 

childhood software education program we applied affected positive impacts on software education effect, 

computational thinking of early childhood. Based on these results, a program was proposed for systematic early 

childhood software education that effective develope of computa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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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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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

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는 한 분

야에서 전문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원하는 시대

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융합적 인

재를 필요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꼽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시작 시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

르지만, 미국, 영국의 경우 만 5세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많

은 나라에서 정규수업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1].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이 만 5세부터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새로운 학습과 경험

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정서적으로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다[2].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유아 소프

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3-6] 학부모들의 관심도 점점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교구를 통한 무분별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우후죽순 생겨나 사교육을 중심으

로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일반적인 코딩교육은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단순

히 코딩능력, 기능 활용 교육으로 블록 조립이나 로봇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컴퓨팅 사고력 증진보다 흥미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7]. 활용 위주의 내용이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

는 경험과 새로운 문제 해결의 확장성으로 이어져 컴퓨

팅 사고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8].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코딩, 

로봇 활용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보

다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능

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실생활에서 소프트

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

성된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주에 걸쳐 10차시에 활용할 수 

있는 1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1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

육의 효과성과 컴퓨팅 사고력의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

보았다.

2. 관련연구

2.1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

한 문제해결역량을 컴퓨팅 사고력 기반으로 기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즉, 프로그래밍 교육과 개발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보윤리 의식과 태도를 바

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팅사고로 해결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9]. 이러한 소프트웨

어 교육은 이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

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10].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므

로 그 개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시대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을 미래인재인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11,12].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유

아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13].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교과 틀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4]. 또한, 코딩을 배우기 전 컴퓨팅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내용

을 통해 사고 능력을 길러야한다[15]. 이처럼 소프트웨

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의 기능을 익히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 실생

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 과정을 효과적으

로 찾기 위한 사고 과정 자체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교

육이 되어야 한다.

2.2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2015년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현재 만 7세 이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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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65% 이상은 지금 존재하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될 것으

로 예측했다[16].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지금의 기술과 지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을 강화하고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시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 5세부터 정규과정으

로 도입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스마트 기기 이

용 연령은 빠르게 하향화되고 사용량은 매우 증가하고 

있다[17].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 소양 교육조차 없이 

스마트 기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보윤

리 교육, 정보보안 교육,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기

초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별 소프트웨어 교육 시작 시기와 비교해 초등

학교 5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는 건 다소 늦

은 감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학부모

들은 사교육을 통해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18].

국내 유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7년부터 소

프트웨어 교육과 사고력 향상에 대해 관심과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

성이 다소 부족해 컴퓨팅 사고력 향상이라는 소프트웨

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선행

연구 13개의 논문을 분석해보면[4-6, 19-28] Table 1

과 같이 교육 활동은 코딩과 로봇을 통한 교육이 가장 

많았고,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게임 순이었다. 사용

된 검사 도구를 살펴보면 검사를 하지 않은 연구가 가

장 많았고, 그 외 다양한 사고력 검사, 유아 통합 창의

성 검사와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가 뒤를 이었다.

Table 1. Software Education Advanced Research

Education Activity Test Tool

Coding & Robots 5
Integrative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CCTYC

3

Unplugged 3 CT Test ·

Programming 3 Other Thinking Tests 2

Game 1 Not Tested 5

Other 1 Other 3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은 단순 활용 

교육에서 확장하지 못하고 그치는 데 있다. 활용 교육

을 통해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활용 내용을 토대

로 유아들이 스스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 새로운 것

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사고력 확장으로 컴퓨팅 사

고력 향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활용 교육으로만 

그치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

와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이해하

고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는 D 병설 유치원 만 5세 유아 방과 후 과정 

원생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아 소프트웨어 교

육은 두 개의 반에서 하루 1시간 총 10차시로 이루어

졌다. 유아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반마다 소

프트웨어 전문교사 1인과 담임교사 1인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 프로그램은 이경희 외[29]에

서 개발한 ‘만 5세 유아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체계’에 따라 유아교육 교수, 유아교육 전문가, 소프트

웨어교육 교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30개

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 요소와 컴퓨팅 사고력 요소가 

균형 있게 분포된 13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선정

된 13개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상황과 목적에 맞

게 연구자가 직접 수정 후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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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ftware Education Program 10 Class

Class

d
ivisio

n

Content

the module of curriculum ➜

Software Education

Element

Problem 
finding

/Underst
anding

D
ata

C
o
lle

ctio
n

D
ata

A
n
a
ly

sis

D
ata 

R
e
pre

se
n
ta

tio
n

P
ro

b
le

m
D

e
co

m
p
o
sit

ion

A
bstraction

A
lg

o
rith

m

A
utom

ation

S
im

ulation

1st D
ig

ita
l 

C
u

ltu
re

1. Protect me ①
- There are things that representation 

me!
➜ ➜ ➜ Information ethics

Information devices and SW

main content - know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 Make your own password knowing when you need it

2. Protect me ②
- What will happen next? ➜ ➜ ➜ Information ethics

Information devices and SW

main content - Talk about what can happen if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 How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 How to Practice at Home

2nd

4. Online praise relay ➜ ➜ ➜ ➜ Information ethics
Information devices and SW

main content

- Explore our kindergarten homepage and blog
- Talk about the experience of seeing malicious comments online
- Complimenting a Friend in an Online Cafe
- Sit back with your friends and experience talking online comments.

3rd

A
lg

o
rith

m
 

L
ife

13. How can I help Iseul’s errand? ➜ ➜ ➜ ➜ Collaboration, Abstraction

main content

- Understanding Iseul’s Problem Situation
- Choose the hard things that can happen during an errand and try to solve them 

in 3 steps.
- Introduce your friends to how you solved it

4th

15. Octopus and Honeybee Story ➜ ➜ ➜ ➜ Abstraction, Algorithm,
Programming

main content
- Recognizing the Problem Solving by Octopus and Honeybees
- Display Problem Solving procedures in simple pictures or symbols
- Experience programming tools at the code.org

5th

16. What kind of birthday party do you 
want? ➜ ➜ ➜ ➜ ➜ ➜ Data, Abstraction, 

Algorithm

main content
- Finding the data needed for a birthday party
- Write the order for your birthday party.
- Distinguish between the required and the non-essential.

6th

19. How can I make my own Kimbap? ➜ ➜ ➜ ➜ ➜ Abstraction, Algorithm

main content
- Thinking step by step through the order of gimbap dishes
- Predicting and solving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order of cooking.
- Creating a cooking flow chart

7th

P
la

y
 

C
o

m
p

u
tin

g

21. Create Circular Motion ①
- How to make a round of exercise? ➜ ➜ ➜ ➜ ➜ Collaboration, Abstraction

Unplugged/SW Computing

main content - Ordering circular motion(Draw flow chart)
- Make various actions that you can do in place

22. Create Circular Motion ②
- What kind of exercise can you do in 

place?
➜ ➜ ➜ ➜ ➜ ➜ Data, Abstraction

Unplugged/SW Computing

main content
- Draw a circular card
- To list circular cards in patterns & Creating an Exercise Course

23. Create Circular Motion ③
- We made a round of exercise ➜ ➜ ➜ ➜ ➜ Algorithm

Unplugged/SW Computing

main content
- Try the exercise yourself on a circular card listed as a small group.
- Check for problems and try to fix them

8th

28. Robot programming ①
- Robots Together in Life ➜ ➜ ➜ ➜

Information devices and SW
Data, Physical computing

main content
- Talking about the experience of seeing a robot and how it works
- Command the robot to make an alarm clock
- Create a Traffic Light with small group activity

9th

29. Robot programming ②
- What do we order the robot to do? ➜ ➜ ➜ ➜ ➜ Abstraction

Physical computing

main content
- What functions can be commanded to the robot?
- Command the robot to repeat with the command card
- Play 'Stop!' for the robot with small group activity

10th

30. Robot programming ③
- Help me find my way, robot! ➜ ➜ Programming

Physical computing

main content - Ordering friends to find their way through an unplugged activity
- Command the robot to find its way

CT Elements (Include/Total) 8/22 5/16 5/18 4/11 5/13 5/13 6/18 3/6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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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거쳐 완성하였다. 차시별 활동명과 주요활동 내

용,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연구에 사용된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 공통 국가 교

육과정인 누리과정 관련 요소와 소프트웨어 교육내용 

요소, 컴퓨팅 사고력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 활동

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3가지 내용 영역에 대해 자세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컬처(Digital Culture)’는 디지털 정보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을 갖추고 정보기기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이 부분의 핵심개념으로 정보윤리, 정보기기, 협업이다.

둘째, ‘알고리즘 라이프(Algorithm Life)’는 일상생

활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문제해

결 방안을 절차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을 학습하

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부분의 핵심개

념은 자료와 정보,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이다.

셋째, ‘플레이 컴퓨팅(Play Computing)’은 직접 프

로그램을 계획하여 만들고, 실행, 평가하는 것을 놀이처

럼 학습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부분의 핵심개념은 언플러그드 또는 SW 컴퓨팅, 피

지컬 컴퓨팅이다.

컴퓨팅 원리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포함 시켜 유아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

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인 컴퓨팅 사고력, 정보문화 

소양을 함양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배양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교육이지만 유아에 맞게 놀이와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생들은 2주간 매일 방과 

후 과정 오후 시간에 하루 1차시 30분～50분 동안 수

업을 하였다. 시간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유아들의 반응

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였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컴퓨팅 사고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다.

첫째,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 검사는 교육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박주

연 외(2017)의 ‘초·중등 SW 교육의 평가 요소 개

발’[30] 에서 제시한 문항 예시를 사용하였다. 이를 기

초로 만 5세 유아의 수준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질문지법+면접법으로 재구성하여 개발하였

다. 질문지법으로 개발되었으나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

를 배려해 교사가 직접 한 명씩 대면으로 읽어주는 면

접법도 병행하였다.

검사 문항은 가치 6문항, 태도 4문항, 컴퓨팅 사고력 

효능감 2문항, 흥미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정말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둘째, 컴퓨팅 사고력 검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Bebras 

Challenge – Castors : Years 4 & 5’[31] 의 문제를 사

용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국 유아의 특성과 글자에 익숙

하지 않은 유아들을 배려하여 그림 위주의 검사지로 재

구성하여 개발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효과성 검사지와 컴퓨팅 사고력 

검사지는 모두 유아교육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유아의 특성 및 유아가 알기 쉬운 

단어, 그림 등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3.3 데이터 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처음 접하는 소프트웨어 교

육이기 때문에 용어와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였다. 이에 따라 Fig. 1과 같이 3차시까지 수업을 진

행 후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사후 검사는 10차시 수업

이 끝난 후 진행하였다.

Fig. 1 Class and Pre-Post Test process

본 연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문과 

검사는 사전·사후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수집 후 

최종적으로 41명의 원생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

었으며 남아 19명(46.3%), 여아 22명(53.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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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 검사, 컴퓨팅 사고력 검사, 

사전·사후에 관하여 먼저 연구 집단이 정규성을 확보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Wilks 검정을 시

행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기

술통계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5에서 살펴보았으며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 검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10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이에 따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결과를 자세

히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Software Education Effectiveness Results

Element Sub Element
Pre Test Post Test

z p
M SD M SD

Value

usefulness 2.54 .925 4.17 .863 -5.679 .000

Importance 3.15 .910 4.39 .997 -5.385 .000

Convenience 2.76 .830 4.27 .449 -5.344 .000

necessity 3.56 .808 4.07 .985 -2.384 .017

class satisfaction 3.39 .862 4.61 .862 -4.604 .000

career exploration 3.10 .889 4.15 .910 -4.407 .000

Attitude

be absorbed in 2.80 1.005 4.34 .728 -5.165 .000

Communication 3.12 .600 4.05 1.203 -4.608 .000

Cooperation
(Shared, 

Collaborated)
2.88 1.229 4.27 .923 -4.525 .000

Responsibility 3.68 1.035 3.95 .893 -3.317 .001

CT
Effect

Self-Directedness 3.02 .935 4.29 1.123 -4.514 .000

Confidence 2.56 1.163 4.34 .762 -5.265 .000

Interest learning interest 3.05 1.341 4.73 .742 -4.704 .000

*p< .05                                             N=41

전체영역에서 사전과 비교 했을 때 사후 검사 점수

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필요성 문항의 ‘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

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사전 검사(평균:M=3.56, 

표준편차:SD=.808), 사후 검사(M=4.07, SD=.985)로 

다른 문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무성 문항의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

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사전 검사

(M=3.68, SD=1.035), 사후 검사(M=3.95, SD=.89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만 5세이지만 소프트웨어 교

육에 대한 필요성과 프로그래밍 윤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

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활동마다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

을 거쳤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이어지

고 이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소집단 활동에서 관찰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앞선 친구의 

활동을 지켜보고 확장해 나가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공

유와 협업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4.2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 소프

트웨어 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컴퓨팅 사고

력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컴퓨팅 사고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5번 문항과 8

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사전과 비교해 사

후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T 요소 문제 분석, 추상화 5번 문항의 ‘세 명의 친구

와 물물교환을 통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에서는 

사전 검사 (M=2.24, SD=.1.625), 사후 검사(M=2.63, 

SD=1.699)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요소 알고리즘 8번 문항의 ‘아이스크림을 그림과 같은 방

법으로 주문하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또한, 

사전 검사(M=1.055, SD=1.035), 사후 검사(M=3.80, 

SD=.87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유아들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컴퓨팅 사고력 검사는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과학의 개념 중 컴퓨팅 시스템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련된 ‘꿀벌이 꿀을 전달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4번 문항과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련된 로봇이 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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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해 명령’을 내리는 6번 문항, ‘인형 뽑기 기계를 

조작해 인형의 위치를 옮기는’ 9번 문항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 Computational Thinking Results

CT Element
Computer 
Science
Domain

Pre Test Post Test
z p

M SD M SD

Automation Algorithm and
Programming 2.88 1.552 3.41 1.204 -2.282 .022*

Algorithm,
Simulation

Algorithm and
Programming 3.54 .840 3.83 .587 -3.207 .001*

Problem
Analysis,
Problem

Decomposition
,

Simulation

Algorithm and
Programming

3.22 1.605 3.61 1.202 -2.000 0.46*

Abstraction,
Automation
Simulation

Computing 
system 

Configuration and 
Operation

2.41 1.284 3.46 .925 -4.849 .000*

Problem
Analysis,

Abstraction

Data Analysis and
Data Expression 2.24 1.625 2.63 1.699 -1.597 .110

Automation,
Algorithm,
Simulation

Algorithm and
Programming,

Computing 
system 

Configuration and 
Operation

1.71 1.647 3.37 1.220 -3.397 .001*

Problem 
analysis,
Problem

Decomposition

Data Analysis and
Data Expression 2.44 1.975 2.83 1.843 -2.000 .046*

Algorithm
Algorithm and
Programming 3.71 1.055 3.80 .872 -1.000 .317

Algorithm,
Simulation

Algorithm and
Programming,

Computing 
system 

Configuration and 
Operation

1.98 1.275 3.15 1.195 -5.261 .000*

Abstraction Data Analysis and
Data Expression 2.15 2.019 2.73 1.884 -2.449 .014*

*p< .05                                           N=41

5. 결론 및 제언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과 컴

퓨팅 사고력 향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

음 접하는 유아들에게 놀이와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습 목

표가 유아에게 적합한 경험 하거나, 사용해보거나, 알아보

거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도 코딩능력, 로봇 활용 교육을 통한 흥미 

위주로 끝나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

정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코딩, 게임, 로봇 등으로 구성

된 활용 교육 중심과 흥미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요소를 담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추후 관련 연구에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

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성 검사 도구와 컴퓨팅 

사고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아 창의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유아 수준에 맞는 컴퓨팅 사고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에는 절차 등이 쉽지 않고 오랜 기간 걸

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컴퓨팅 사고력과 같은 

인지능력은 각 국가의 환경적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

에 따라 다른 성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32]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성과는 기능,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성과가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접

근해야 하지만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논의 없이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소프

트웨어 교육을 한 후 창의적, 논리적 검사를 통한 접근

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검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는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성의 차이를 구분해 추후 다른 연구에서도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

해와 함께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교육 목적, 내용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33]는 것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더불어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

육은 유아들이 교육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

초지식과 보편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보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중등학교와 더불어 잘 정

착하기 위해서는 유아 교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

육기관 내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부모의 참여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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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기기 과의존, 과몰입에 대한 선한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유아 소

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 5세 유아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 소프트웨어 교

육의 방향과 평가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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