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297-303, February 28,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97 -

*정회원,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접수일: 2018년 11월 8일, 수정완료일: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11일

Received: November 08, 2018 / Revised: December 07, 2018

Accepted: January 11, 2019

*Corresponding Author: dandi@g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yeong-sang Nationa

University, Jin-Ju, Korea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개념과 전략

Concept and strategy of unplugged coding for young children
based on computing thinking

김대욱

Kim Dae-wook*

요 약 본 연구는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특성과 개념, 유형, 전략을 알아보는 데 목

적이 있다.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핵심은 컴퓨팅 사고력이다. 유아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언플러

그드 코딩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 판, s-블럭, 코딩 로봇, 스마트 기기 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논리

적 사고를 기반으로 놀이를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놀이 방법을 찾는 것이다.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유형은 스마트 기기에 직접 입력하기, 전용 앱을 이용한 코딩 로봇 활용하기, 알고리

즘을 활용한 코딩절차 연습하기, 혼합형 방법 사용하기가 있다. 전략으로 알고리즘 이해하기, 순서도 그리기, 작은 부

분으로 나누기, 패턴 찾기, 벌레 잡기, 결과 예측하기가 있다.

주요어 : 유아, 컴퓨팅 사고력, 언플러그드 코딩, 개념, 유형, 전략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concepts, types, and strategies of unplugged coding 
for young children based on computing thinking. The key to unplugged coding for young children is computing 
thinking. Unplugged coding based on computing thinking for young children can be used to solve problems that 
can be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through playing games based on logical thinking by positively utilizing 
algorithm boards, s-blocks, coding robots, and smart devices without using programs And find new ways to 
play. Types of unplugged coding for young children include direct input to smart devices, using coding robots 
with dedicated apps, practicing coding procedures using algorithms, and using hybrid methods. Strategies include 
understanding algorithms, drawing flowcharts, dividing into smaller parts, finding patterns, inserting, and 
predicting outcomes.

Key words :  Young children, Computing thinking, Unplugged coding, concept, typ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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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새로운 시대는 지금까지와

는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이고 그것이 미

래 사회의 중추가 될 것으로 보이며[1], 새로운 교육적

기기들을 유아교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스

마트 기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부모나 교사

들이 있지만, 유아교육에서 긍정적인 교사-유아의 상호

작용은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 교사

가 새로운 환경인 스마트 기기를 받아들여 제공하는 것

은 중요하다.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스마트기기들

을 접하면서 성장한다. 유아의 주변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가 어디에나 있다. 이제

유아들은 한국어 언어권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것처럼,

스마트 기기와 같은 디지털 언어권에서 살아가는 ‘디지

털 네이티브’가 되었다. 더 이상 책상 앞에서만 컴퓨터

를 사용하는 시절이 지났고,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스마트 기기들은 어느 곳에서나 존

재하고 있다[3]. 인간과 컴퓨터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며 인간이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

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 뿐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기술로 읽

기, 쓰기, 셈하기와 같이 유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

는 역량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4]. 컴퓨팅 사고력은 유아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서의 해결책을 제공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과학자 혹은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

에게만필요한것이아니라미래를살아가야할모든사

람이갖추어야할능력으로[4], 교육을통해습득해야한

다. 문제해결에 기반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은 성인보

다 유아가 습득하기에 더 용이하다. 컴퓨팅 사고력에 기

초한언플러그드코딩은유아가컴퓨터를이해하는데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아는 언플러그드 코딩을 통해 프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부담감을 적게 가지고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하여 코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코딩 교육의 핵심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능력

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컴퓨팅 사고력과 문

제해결력이다[7]. 컴퓨팅사고력은언플러그드코딩을통

해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은 컴퓨팅 사고

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사실, 아직까

지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스마트 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안내

나 지침은 거의 없다. 유아기 때부터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언플러그드 코딩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스마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춰야 스마트 기기를 활

용하는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파이썬이나 스크래치와 같은 코딩 프로그램을 이해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은 유아가

코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

지 않고 언플러그드 코딩을 통해 코딩을 배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4]. 유아가 컴퓨팅 사고력을 갖추고

언플러그드 코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

연스럽게 스마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스마트 리터러시

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특성과 개념, 유형, 전략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Ⅱ. 컴퓨팅적 사고력과 유아 언플러그드

코딩의 특성과 개념

1.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

Denning(2008)은컴퓨팅원리를실행(Comutation), 통신

(Communication), 협동(Cordination), 기억(Recollection),

자동화(Automation), 평가(Evaluation), 설계(Design) 7가

지로제시하였다[8]. Denning의분류는더이상컴퓨팅원

리가컴퓨터의운영및실행,관리에머무르지않고다른학

문과의연계가능성에무게를둔다. 컴퓨팅사고력의구성

요소를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표현, 문제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로 구분할

수도 있다[12]. 박지연은 유아 컴퓨팅 사고력을 변환적

사고, 제귀적사고, 코드적사고, 단순화사고, 추상화 사

고, 분해적사고, 캐시적사고, 조정적공유 사고, 경험론

추론 사고, 절차적 사고의 10가지로 설명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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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특성

프로그램 코딩을 소프트웨어 언어교육이며 기능적인

부분만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코딩을 배우는 것

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

득하고 컴퓨터처럼 생각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

히는 것으로[4] 결과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배

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코딩 프로그램은 많이 나와있고 코딩에 대해 더 어렵

게생각하는이유가된다, 이것을모두각각의서로다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보다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

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유아가코딩프로그램의원

리를 재미있게 익힐 필요가 있다.

언플러그드 코딩의 핵심은 컴퓨팅 사고력이며, 이는

컴퓨터처럼생각하는것이다[6]. 언플러그드코딩은코딩

의원리를쉽고재미있게이해할수있게도와준다. 유아

가 언플러그드 코딩을 놀이로 경험하면 논리-수학적 지

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코딩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며

흥미를느끼게될것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유아는컴

퓨팅 사고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3.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개념

컴퓨팅 사고력은 2006년 Jeannette M. Wing 교수가

제안한개념으로컴퓨팅의기본개념과원리를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

다[7]. 또한,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니

라개념화에있다[4]. 유아가일상생활속에서경험을통

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문제해결

에 바탕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새로운 수준의 문제해결

방법을 지원해주고, 컴퓨터 과학의 이론 및 원리를 학습

하는도구가되기도하고, 컴퓨터과학을대중화시켜주는

도구가 된다[9]. Wing에 의하면 컴퓨팅 사고의 핵심은

개념화에있고, 모든사람이갖춰야하는핵심역량이며,

인간의 사고방법이며, 수학적 사고를 보완하며, 모두를

위한 것이다. 컴퓨팅 사고력이 과학기술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 결합시킬 수 있으며, 더 많

은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유아의수준에서컴퓨팅사고력은문제해결력에초점

을 맞추어 정의되기도 하고[10], 놀이를 통한 컴퓨터 원

리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정의되기도 한다[11]. 또한, 유

아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켜야 한다. 컴퓨터는 사람보다 더 논리적이며 컴

퓨터와소통할수있는컴퓨터언어는논리적사고에기

초하고있다. 유아를위한컴퓨팅사고력은논리적사고,

문제해결력과 놀이, 컴퓨터 원리 이해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종합하면, 유아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언플

러그드 코딩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 판,

s-블럭, 코딩로봇, 스마트기기등을긍정적으로활용하

여논리적사고를기반으로놀이를통해일상생활속에

서만날수있는문제를해결하고새로운놀이방법을찾

는 것이다.

Ⅲ.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

언플러그드 코딩의 유형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

딩의 유형은 스마트 기기에 직접 입력하기, 전용앱을

이용한 코딩 로봇 활용하기, 알고리즘을 활용한 코딩절

차 연습하기, 혼합형 방법 사용하기의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유형 1: 스마트 기기에 직접 입력하기

첫 번째 유형은 스마트 기기에 직접 입력하는 코딩

방법이다. 유아가 스마트 기기에 직접 입력하면서 쉽게

코딩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대표적인 사례인 코딩

애벌레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노래와 같은 코드

를 하나씩 연결하여 움직이는 기기이다.

그림 1. 코딩 애벌레

Figure 1. Coding cater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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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2: 전용 앱을 이용한 코딩 로봇 활용하기

두 번째 유형은 코딩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

때 전용 앱이 있는 코딩 로봇을 이용한다. 코딩 로봇을

활용한 방법은 스마트 기기의 앱과 로봇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까지 다룬다. 스마트 기기의 전용 앱이 아닌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활용한 것은 코딩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벗어난다.

전용 앱을 활용한 코딩 로봇의 예는 대시 앤 닷을

들 수 있다. 코딩 로봇은 안드로이드나 ioS 전용 앱을

활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데, 로봇만 움직일 수도 있고,

figure 3처럼 실로폰과 같은 부속품을 장착하여 움직일

수도 있다.

그림 2. 대시앤닷

Figure 2. Dash&Dot

그림 3. 대시앤닷 실로폰

Figure 3. with xylophone

3. 유형 3: 알고리즘을 활용한 코딩절차 연습하기

세 번째 유형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코딩절차 연습하

기는 블럭을 활용한 방법과 종이카드를 활용한 방법으

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블럭을 활용한 방법은 코딩 놀잇감이 제공하는 제한

된 환경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

법이다. 쉽게 순서도를 만들어볼 수 있고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큐비코는 순서도와 알고리즘

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 준다.

그림 4. 큐비코

Figure 4. Cubico

블럭을 이용해서 다양한 순서도를 경험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순서도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짜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꼭 블럭을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순서

도의 예시가 나와있는 코딩 장난감을 활용할 수 있고,

교사나 부모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스카티 고는 여러 가지 순서도를 조합하여 알고리즘

을 짜볼 수 있는 코딩 놀잇감이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림 5. 스카티 고

Figure 5. Scottie Go!

4. 유형 4: 혼합형 방법 사용하기

네 번째 유형인 혼합형 방법 사용하기는 s-블럭, 순

서도, 종이나 블럭형 알고리즘, 전용 앱, 코딩 로봇을

모두 섞어 사용하는 언플러그드 코딩의 유형이다. 다른

유형들에 모두 익숙해진 이후에 제공해야 더욱 심화된

활동이 일어난다.

모블로는 블럭 놀잇감에 앱을 연동시켜 s-블럭, 순

서도, 종이형 알고리즘, 블록형 알고리즘, 전용 앱을 혼

합시킨 코딩 놀잇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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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블로

Figure 6. Moblo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

딩은 이 네 가지 유형을 순서대로 제시할 때 유아가 편

안하게 언플러그드 코딩에 대해 이해하고 쉽게 학습해

나갈 수 있다.

1단계

스마트 기기에 직접 입력하기


2단계

전용 앱을 이용한 코딩 로봇 활용하기


3단계

알고리즘을 활용한 코딩절차 연습하기

- 블럭을 이용한 연습

- 종이카드를 이용한 연습


4단계

혼합형 방법 사용하기

- s-블럭, 순서도, 종이나 블럭형 알고리즘, 

  전용 앱, 코딩 로봇 등을 혼합하여 활용한 

  방법

그림 7.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단계

Figure 7. Steps in unplugged coding for young children

Ⅳ.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

언플러그드 코딩의 전략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전략으

로 Heather lyons는 작은 부분으로 나누기, 단계별 명

령어 만들기, 버그 잡기, 정글에서 탈출하기, 패턴 찾기,

루프 이용하기, 계획 세우기, 어느 쪽인지 선택하기, 데

이터 저장하기를 제시하였고[3], 채성수와 오동환은 문

제 분할, 추상화, 자동화, 알고리즘의 절차화, 시뮬레이

션, 병렬화를 제시하였다[6]. 노훈은 이진수 시계 놀이,

숫자 맞히기 마술, 동요 압축 놀이, 문제도 순서대로 하

면 풀려요, 순서도 만들기, 동물 친구들 키 순서로 줄

세우기, 배열 연습하기, 놀이 공원 그래프 만들기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7].

앞 절에서 분석한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유형과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들[3][6][7]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리즘 이해하기, 순서도 그리

기, 작은 부분으로 나누기, 패턴 찾기, 벌레 잡기, 결과

예측하기로 도출하였다.

1. 전략 1: 알고리즘 이해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와 차례, 규칙이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며[7], 컴퓨팅 사고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경험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접

할 수 있다.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모든 알고리즘에는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효과성

의 5가지 원칙이 적용된다[7]. 유아는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놓인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 전략 2: 순서도 그리기

유아가 언플러그드 코딩을 시작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순서도 그리

기는 계획 세우기에 해당한다. ‘시작/끝’, ‘처리’, ‘판단’,

‘화살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순서도를 그려

본다. 처음에는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사건들을 가지고 순서도를 그려본다.

3. 전략 3: 작은 부분으로 나누기

유아는 언플러그드 코딩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

럴 때 유아가 문제 상황을 작은 부분으로 구분지어 살

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유아가 수학 개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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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어려워한

다면 부분부분으로 나누어서 놀이하도록 제안할 수 있

다. 놀이 방법을 순서대로 잘게 나누면 놀이 방법을 찾

아낼 수 있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코딩 용어로

‘분해’라고 한다.

4. 전략 4: 패턴 찾기

패턴 찾기는 언플러그드 코딩이 아니더라도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다. ‘사과-바나나-사

과->??’의 그림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에 나올 그림

을 추론해보는 방법이다. 유아가 다양한 패턴을 찾아보

면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언플러그드

코딩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전략 5: 벌레(bug) 잡기

유아가 언플러그드 코딩을 하면서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활동을 하면서 흔히 경험하지 않기 때

문이다.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벌레는 눈에 보이지

만, 언플러그드 코딩을 할 때 버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유아가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명령어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꼼꼼하게 하는 일은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유아가 하기 싫어할 수 있다. 재

미있게 벌레 잡기를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사례들을 제공해야 한다.

6. 전략 6: 결과 예측하기

유아가 알고리즘을 이해하여 결과를 예측하게 되면

언플러그드 코딩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림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 플랩(flap)을 적용할 수 있다.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결과 부분을 가려놓고 결과를

예측해보고 플랩(flap)을 열어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왜

그러한 결과에 도달했는지도 알아본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에 도달하는 논리적인 과

정이 더 중요하다.

이 6가지 전략은 하나씩 적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

로 적용할 수도 있다. 동기부여를 위해 결과 예측하기

부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가지 전략을 순서대로 적

용시킨다면 유아의 언플러그드 코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전략

알고리즘 이해하기


2단계 전략

순서도 그리기


3단계 전략

작은 부분으로 나누기


4단계 전략

패턴 찾기


5단계 전략

벌레(bug) 잡기


6단계 전략

결과 예측하기

그림 8. 유아를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의 전략

Figure 8. Strategy in unplugged coding for young children

Ⅴ. 결론

컴퓨팅 사고력은 언플러그드 코딩의 핵심 요소

이다. 컴퓨팅 사고력은 논리적 사고이며 유아가 일상생

활 속의 문제를 해결내가면서 습득할 수 있다. 유아가

언플러그드 코딩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고 일상 생활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유아를

둘러싼 환경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져 스마트 기기가 없

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유아가 그림책을 통해 문해

능력을 획득하듯,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언플러그드

코딩을 통해 스마트 리터러시를 습득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어떻

게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

을 자신에게 맞게끔 찾고 가공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

는 데 있어서 갖춰야할 중요한 능력이다. 컴퓨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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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기초한 언플러그드 코딩을 경험해보지 못한 유아

는 이후에 코딩교육에서도 도태되어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가 되어 버릴 수가 있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 아래 문제해결력을 기를 기회를 잃어버리고 디지

털 디바이드화 되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유아가 언

플러그드 코딩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갖추면 시대의

빠른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유아는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한 언플러그드 코딩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언플러그드 코딩은 프로

그래밍 툴을 다루는 기술 교육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기반한 놀이를 통한 긍정적인 코딩 경험을 추구한다.

유아는 학습이 아니라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언플

러그드 코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초 개념을 습

득할 수 있다. 논리력에 기반을 한 컴퓨팅 사고력과 언

플러그드 코딩을 유아기 때부터 연습한 사람은 나중에

두려움 없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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