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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부터 년간 발표된 유아 소프트웨2016 3

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구들의 경향을 게재 경향

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과 국가학술연. 

구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검색된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 편이었다 발표된 연구의 게재 경26 . 

향은 발표 연도 발표 형식 학문 분야의 범주에 따, , 

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연구의 주제 특. 

성과 연구방법 유형 그리고 연구변인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연구의 게재 경향 측면에서 . 

살펴본 바 년부터 최근 년간 발표된 연구 편, 2016 3

수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며 학술지 논문 형태로 , 

대다수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의 . 

편 가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학문 분야61.5%(16 )

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먼저. , 

연구의 주제와 연구대상 관련하여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또는 만 세와 만 세를 대, 4 5

상으로 효과 검증을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연구와 문헌연구 . 

방법 각 회 조사연구 회 의 순으로 많이 적용된 ( 8 ), (7 )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특성으로서 많이 다루. 

어진 측정변인은 유아의 인지적 특성 변인으로 나타

났다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하여 첫. , 

째 프로그래밍 도구 환경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 

가장 많은 편의 연구가 피지컬 컴퓨팅 환경의 프로6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도, 

구 로봇 중에서는 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Albert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주 주로 차. 5 48∼

이가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컴퓨팅 사고력은 . 

소프트웨어 교육에 의해 향상되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개념화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하위요인별 개별 , 

도구로써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 

과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연구 편수의 축적과 연구방법 측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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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4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에 대

한 요구가 높다 미래 교육은 차 산업혁명의 교육환경에 대한 . 4

영향을 예측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수 있· , 

는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박남기( ,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 2017). 

디지털 역량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숙영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게 인식( , 2018), 

되고 있다 이에 미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소프트. 

웨어 교육을 포함하는 것은 교육내용 측면에서 미래 기술을 포함

하는 단편적 처방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우려 박남기 가 , ( , 2017)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아기부터 미래 핵심 역, 

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희(

영, 2018).

유아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그 교

육방법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

이 유아의 발달에 유익하다고 보고된다 적절한 교육용 프로그래. 

밍  언 어 를  활 용 할  때  유 아 의  기 본 적 인  인 지 기 능 의  증 진

(Kazakoff, Sullivan, & Bers, 2013; Strawhacker, Lee, 

컴퓨팅 사고력과 자기 표현의 증진Caine, & Bers, 2015), 

효과가 있다는 보고(Portelance, Strawhacker, & Bers, 2016) 

에 근거하여 한지원과 최연철 은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 (2018)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 

아교사 역시 유아의 논리적 사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의 증진을 , 

위해 유아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조준오 박창현 홍광표 천희영 이러한 ( , , , 2017; , 2018).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부터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능

성을 수용하여 관련 연구와 현장에서의 실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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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교육부 는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2015) 2015

회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소프트웨어 교

육으로써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였

다 또 정부는 고등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 소양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고등교육에서도 소프

트웨어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다 김재경 이처( , 2018). 

럼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국

내에서 유아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김정랑 년 ( , 2018). 2018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를 앞두고 초등학

교 수준에서는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 

학술지 발표 연구가 년 년부터 꾸준히 증가2015 , 2016

하고 다른 학교급 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한 실험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발표되었으며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컴퓨팅 사, 

고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가 다루어

졌다 김상희 김상언 안장수 황지온 황( , , 2017; , 2018; , 

성온, 2017). 

이러한 배경에서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새로운, 

주목되는 연구주제로 떠올랐으나 년부터 년, 2015 2017

까지의 소프트웨어 연구 편을 학교급별로 나누었을 340

때 이애화 유아교육 관련 연구는 편에 불과( , 2018) 10

하였다 유아교육 현장에 러닝용 교사보조로봇이 보. R-

급됨에 따라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

였으나 천희영 최은아 김종민 소프트웨어 교( , , , 2016), 

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을 위한 교구로봇을 활용

한 프로그래밍 활동에 관한 연구 예 유구종 유지성( ; , , 

강지은 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에 비해 부족한 , 2017)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상희 김상언 미래 정보화 ( , , 2017). 

사회에 대비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며

유구종 외 유아가 디지털 디바이드( , 2017) (digital 

되지 않게 하려면 김대욱 유아의 소프트divide) ( , 2019) 

웨어 교육 연구가 우선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 

구들의 경향 고찰을 통해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현장에 적절한 적용 방향을 이끌

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 , 

개정 교육과정의 발표 직후인 년부터 최근까2015 2016

지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분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들의 경향

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아 . 

대상의 로봇활용교육 연구를 년부터 년간의 로2006 10

봇교육 연구 동향 분석 김상희 김상언 과 ( , , 2017) 2007

년부터 년까지 매체 활용 교육활동의 효과 분2012 ICT

석 유구종 외 을 위해 분석대상의 일부로 포함하( , 2017)

거나 년부터 년간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동향, 2015 3

을 분석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를 

분석대상에 포함한 이애화 의 연구 등 세 편에 (2018)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 

육에 관련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연구 경향을 집중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발표 연도 발표 , 

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유형 등을 분석하는 것은 , ,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이애화 황지온 황성온( , 2018; , , 

이러한 분석내용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와 2017). 

현장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

로 연구의 흐름 파악에 유용하다 황지온 황성온(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발표 연도 발표 2017). , 

형식 연구자의 학문분야와 같은 게재 경향과 함께 연, 

구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년부터 년간 . 2013 3

편의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의 연구주10

제를 분석한 결과 이애화 에 비해 연구주제가 어( , 2018)

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또 연구의 대상을 누구 또, 

는 무엇으로 하여 연구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유아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와 혼합하여 발전하는 년대 후반의 경향 조준2000 (

오 외 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 2017)

서 필요하였다 연구방법의 유형 분석 역시 소프트웨어 . 

교육의 다양한 시도와 효과 검증 교육과정의 개발을 , 

위해 적절한 연구방법 유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김재경 은 소. (2018)

프트웨어 교육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도구에 관한 연

구들이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한 빈도가 높다고 밝히고 

이는 적절한 교육모델의 개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고 한 바 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는 주요 분석내용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및 수업도구 이애화 로봇( , 2018), 

활용교육의 특성 김상희 김상언 연구주제와 연(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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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 김정랑 황지온 황성온 와 같이 ( , 2018; , , 2017)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의 특성 분석을 . 

주요 분석내용에 포함하였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서 . 

측정된 변인의 종류 독립변인으로 역할하는 프로그램, 

의 특성과 같은 연구변인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하

는 것은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와 교육의 실

행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특성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변인이 . 

측정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

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초점이 인지적 컴퓨팅 사고

력의 함양에 있는지 융합교육으로써 다른 발달영역의 , 

특성 발달에도 균형된 효과를 기대하는지 최형신( ,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2018) . 

아울러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각적 언어로 하는 

놀이 또는 컴퓨터 없는 언플러그드 활동(unplugged 

에 의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이 적절activity)

하며 김대욱 김민정 정희진 한지원 최( , 2019; , , 2017; , 

연철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구로, 2018), 

봇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김상희 김상( , 

언 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선행, 2017) . 

연구에서 개발 또는 개발하여 그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

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 도구나 로, 

봇교구를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의 특성은 초등교육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단계 백(

종수 프로그래밍 언어가 활용되는 환경을 기준, 2016), 

으로 한 프로그래밍 도구 환경 김재경 그리고 ( , 2018), 

프로그래밍 교육의 형태 최형신 등의 기준에 따( , 2018) 

라 나뉘어 왔으며 공통적으로 언플러그드 환경 피지, , 

컬 컴퓨팅 환경 스마트기기 환경 범용 컴퓨터 환경으, , 

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언플러그드 . , 

환경은 컴퓨터 과학을 학습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

는 활동을 컴퓨터 없이 하는 환경이다 피지컬 컴퓨팅 . 

환경은 소형 제어장치나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를 프로

그램을 통해 제어하는 환경이다 범용 컴퓨터를 사용하. 

는 것에 비해 학습자는 높은 흥미를 가지고 실세계의 

장치와 상호작용하면서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컴퓨팅 사

고력을 기를 수 있다 스마트기기 환경은 태블릿 나 . PC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로그래밍함으로써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비주얼 프로그래. 

밍 언어를 사용하는 스크래치 주니어 가 대(ScratchJr)

표적인 유아용 스마트기기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한

다 범용 컴퓨터 환경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 

퓨터를 이용하여 배움으로써 컴퓨팅 사고 능력을 학습

하는 전통적인 교육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 

중 어떠한 프로그램 특성 환경이 연구에 많이 적용되었

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사용된 구체적인 도구를 살펴, 

봄으로써 유아에게 적절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 

다.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은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형신. 

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은 일련의 (2018) , 

명령을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일상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명령어를 개발하( ) 

고 그것에 의해 컴퓨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문제를 분. 

해하고 추상화하는 능력 알고리즘적 사고 능력 평가, , 

와 일반화하는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세부 능력이 요

구되는데 이러한 능력들이 컴퓨터 사고의 핵심 구성요, 

소가 된다 이에 프로그래밍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 

기르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된다(Scherer, Siddiq, & 

컴퓨팅 사고력은 S nchez Viveros, 2018). á
에 의해 공감대가 큰 정의가 내려졌다Wing(2006) . 

은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을 컴퓨Wing(2006)

팅 사고력이라고 정의하고 과 같은 보편적 리터러, 3'R

시로 가르쳐야 하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국내외. 

에서 컴퓨팅 사고력 증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소프트웨

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높아졌으나 소프트웨어 , 

교육에 의한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 효과를 무엇으로 평

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고 최(

형신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 2018), 

다루어지지 않았다 컴퓨팅 사고력의 측정 평가는 주로 . ·

관찰방법 설문조사 특정한 검사도구의 사용 방법으로 , , 

실시되어 왔다 김민정 이원규 김자미 그러나 ( , , , 2017).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한 기존의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재호 장준형 프로그램( , , 2018). 

의 실시 후 학습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사용할 수 없으

며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의 변화 검사는 컴퓨팅 사고, 

력의 역량 변화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창의성 검사와 같은 특정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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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는 측정하는 능력과 컴

퓨팅 사고력과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로서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살

펴보는 것은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을 보다 타당하게 측

정하는 방법을 찾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년부터 2016

년간 발표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연구들3

의 경향을 게재 경향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 

아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적절한 방법으로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구의 게재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Ⅱ

분석대상1.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년부터 년 월2016 2019 3

말까지 발표된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 26

편으로 그 추출 과정은 그림 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 , 1 .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는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 그리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SW , (https://www. 

에서 연관 검색어로 제kci.go.kr/kciportal/main.kci)

시한 코딩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컴퓨팅 사고력으로 , , 

검색되는 연구 중에서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관한 변인

들을 다룬 연구로 정의하였다 이에 그림 에서 보듯이 . 1

검색된 논문 수에 비해 최종 분석논문의 수는 매우 적

었다 최근 연구 란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 ‘ ’ 2015

어 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었으므로 년부터 년 월 말 현재2016 2019 3

까지 발표된 연구를 지칭하였다 아울러 분석대상 연. , 

구의 선정에 있어 연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학

술지인용색인에서 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우선 KCI

선정하되 선정의 과정에서 유아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가학술연구

정보 공유 시스템 에서 (http://www.riss.kr/index.do)

학위논문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완성도를 고려. 

하여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제외하였다.

년 월 일 기준 검색 편수a. 2019 3 31

그림 1. 분석 논문의 추출 과정 

분석방법2.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구의 경

향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과 로봇교육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김상희와 김상

언 김정랑 황시온과 황성온 의 연(2017), (2018), (2017)

구를 참고하여 분석범주를 채택하고 내용분석하였다. 

분석범주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1 . 

검색어

학술지 논문 KCI 
검색a

(https://www.kci.
go.kr/kciportal/

main.kci)

학위논문 
검색a

(http://
riss.kr/

index.do)

최종 
분석 
논문

소프트웨어 교육 편1010 편4997

편26

교육SW 편293 편234

코딩 교육 편613 편2451

프로그래밍 교육 편726 편1305

컴퓨팅 사고력 편207 편146

분석범주 하위범주 내용

게재 경향

발표 연도
년 년 월말 현재 연도별 - 2016 ~2019 (3 ) 

발표 편수

발표 형식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의 형식별 발표 - , 
편수

학문 분야
연구자의 소속 학과 또는 기관 특성에 - 
따른 학문의 분야별 발표 편수

연구방법 연구주제
주제어의 경향분석- 
연구주제별 연구 편수- 

표 1. 
내용분석의 범주 및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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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표된 연구의 게재 경향은 게재 형식을 중심, 

으로 년부터 년 월말 조사일 기준 까지의 , 2016 2019 3 ( )

발표 연도별 발표 형식별 학문 분야별 편수를 조사하, , 

였다 발표 형식은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으로 구분하. 

였고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된 경우 학위논문으로 , 

분류하였다 학문 분야는 논문에 밝혀진 연구자의 소속 . 

학과 또는 소속 기관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연구의 주제 특성으로서 주제어

를 조사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고 연구주제의 내용을 , 

연구대상별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 유형은 실험연구. , 

조사연구 문헌연구 델파이조사 및 질적연구로 구분하, , 

였다. 

연구변인의 특성으로는 첫째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 

의 연구범주별로 어떠한 측정 변인이 적용되었는지 살

펴보았다 둘째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 , 

용 또는 개발한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이 어떠한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 프로그. 

램은 실험연구의 경우 독립변인으로 적용되었고 비실, 

험연구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

나 프로그램의 적용 상황에서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졌

다고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특성은 기존의 프로그. 

램 환경 분류 김재경 백종수 최형신( , 2018; , 2016; , 

를 참고하여 언플러그드 환경 피지컬 컴퓨팅 환2018) , 

경 스마트기기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소프, . 

트웨어 교육의 대상이 유아인 경우의 프로그램을 분석

하므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움으로써 컴퓨팅 사고 능력을 학습하는 전통적인 교

육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범용 컴퓨터 환경은 프로그램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프로그래밍 도구 환경별 프로그. 

램의 적용 기간 프로그래밍 도구 또는 로봇 도구를 추, 

가로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변인 특성의 일환으로 본 . ,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채택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측정방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컴퓨팅 사. 

고력 개념의 경우 연구자가 용어의 정의 를 통해 제시, ‘ ’

한 개념을 연구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보았다 김대욱. 

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별도 제시하지 않고 연(2019)

구자가 여러 학자들의 컴퓨팅 사고력 개념을 종합 서, 

술한 경우 그것을 그 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으로 간주하

였다.

연구절차3.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체계적

인 문헌분석의 단계(Khan, Dinnes, & Kleijnen, 

에 따라 연구의 절차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계획 2001) . 

단계에서 연구문제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분석 범주를 

결정하였고 실행 단계에서는 년 월말까지 발표, 2019 3

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과 국가학술연구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자료 검색을 하였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선정된 . 

연구 논문에 대해 분석기준에 따라 범주별로 내용분석

을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아동학 아동발달 유아교육. , , 

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각자 전체 편을 내용분석하였26

다 분석대상 논문을 차 편 차 편 차 편으. 1 5 , 2 10 , 3 11

로 나누고 매 회차 논문을 각자 분석한 후 분석 결과, 

를 공유하며 차이가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토의하여 결

정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자료의 분석4.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석 범주에 따라 범주별 

빈도를 산출하거나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주제 특. 

성을 알기 위한 주제어의 경향분석을 위해서는 

의 를 사용하여 워드 클라우www.taxedo.com Creator

드 분석을 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텍스(word cloud) . 

트 형태 데이터의 키워드 빈도로써 시각화하여 텍스트

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김윤정( , 2018). 

분석범주 하위범주 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
유아 유아교사 예비유아교사 전문가 - , , , 
집단 문헌 자료의 연구대상별 연구 편수, 

연구방법 
유형

실험연구 조사연구 문헌연구 델파이조사- , , , , 
질적연구의 유형별 연구 편수

연구변인 
특성

연구범주 비실험연구 실험연구 별 측정 - ( , )
변인 적용 빈도
분석대상 연구에서 적용 또는 개발 된 - ( )
프로그램의 특성 분석
분석대상 연구에서 채택된 컴퓨팅 - 
사고력의 개념과 측정방법 분석

표 1. 
내용분석의 범주 및 해당 내용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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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해석. Ⅲ

게재 경향의 분석1.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구의 게

재 경향으로 연구의 발표 연도별 발표 형식별 학문 분· ·

야별 발표 편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에 제시된 바와 2

같다. 

표 에서 보듯이 최근 년간 발표된 연구는 2 , 3 2016

년 편 년 편 년 편 그리고 년 1 , 2017 10 , 2018 13 2019

월 현재 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연구의 3 2

편수는 적어도 최근 년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3 . 

발표 형식으로는 학술지 논문 편 의 발표 건18 (69.2%)

수가 학위논문 편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8 (30.8%)

로 나타났다 발표된 논문의 학문 분야는 유아교육이 . 

전체의 인 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학53.8% 14 . , 

교육공학과 영재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학 분야에서 편5

아동학 관련 학문과 융합학문 분야에서 각 (19.2%), 2

편 게임공학과 디자인 및 의학 분야에서 각 편(7.7%), 1

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학문 분야에는 (3.8%) . 

컴퓨터교육과 유아교육 전공자 한윤진 정영식( , , 2017),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 및 시각정보디자인 학과 소속 , 

연구자 서영상 오연재 김응곤 에 의한 연구 ( , , , 2016) 2

편이 해당되었다.

연구방법의 분석2. 

연구주제와 연구대상1) 

연구의 주제 특성으로서 주제어의 빈도를 조사한 결

과 분석대상 연구로부터의 주제어는 총 개로 나타났57

다 그 중에서 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소프. 2 ‘

트웨어 교육 이 회 컴퓨팅 사고력 이 ’ 10.5%(6 ), ‘ ’ 8.8%(5

회 유아 가 회 유아 소프트웨어 가 ), ‘ ’ 7.0%(4 ), ‘ ’ 5.3%(3

회 유아 코딩교육 과 유아교사 인식 이 각 회), ‘ ’ ‘ ’ 3.5%(2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어의 경향을 . 

도식화한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와 같다2 .

발표 연도 발표 형식
학문 분야 

유아교육 아동학 관련 교육학 게임공학 디자인학 의학 융합학문 계

2016

학술지 논문 1 1

학위논문

계 1 1

2017

학술지 논문 4 2 1 1 7

학위논문 2 2

계 6 2 1 1 10

2018

학술지 논문 3 2 1 1 1 7

학위논문 3(1)b 2(1) 5(2)

계 6(1) 2 3(1) 1 1 13(2)

2019a

학술지 논문 1 1

학위논문 1 1

계 2 2

전체

학술지 논문 8 2 3 1 1 1 2 18

학위논문 6(1) 2(1) 8(2)

계
14(1)

(53.8)c

2
(7.7)

5(1)
(19.2)

1
(3.8)

1
(3.8)

1
(3.8)

2
(7.7)

26(2)
(100.0)

월 말 기준 a. 3

학위논문 중 박사학위논문 편수 b. 

전체 기준 백분율 c. 

표 2. 
연구의 발표 연도별 발표 형식별 학문 분야별 발표 편수  · · (N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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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를 연구대상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산출한 결

과는 표 과 같다 표 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개발 3 . 3 , (

및 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편 으로 가장 많) 9 (34.6%)

았고 그 중에서 만 세와 만 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 4 5

편이었다 유아교사의 인식 요구 분석연구가 편9 . ( ) 5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제언 탐색 방향의 제시(19.2%) · ·

를 주제로 한 연구가 편 프로그램의 개발과 4 (15.4%), 

연구경향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각 편 으로 3 (11.5%)

나타났다 변인간의 관계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는 편. 2

이 발견되었다 유아 편 외 연구대상으로는 유(7.7%) . (9 ) 

아교사가 편 문헌자료가 편의 연구에 포함되었다7 , 8 . 

예비유아교사 윤보란 와 전문가 집단 양수영( , 2019) ( , 

은 각 편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2018) 1

났다.

연구방법의 유형2) 

분석대상 연구들에 적용된 연구방법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실험연구와 문헌연구가 각 회 로 , 8 (30.8%)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사연구 회. 7

델파이조사 회 질적연구 회 의 (26.9%), 2 (7.7%), 1 (3.8%)

순으로 나타나 실험연구에 비해 비실험연구 가 (69.2%)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연구에 해당하는 편은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램8

의 적용 연구가 편이었고 김상언 유구종 오세6 ( , 2018; , 

경 김은아 이연승 성현주 이우리, , 2018; , , 2017; , 

임명숙 이경화 최종배2018; , , 2018; , 2018), STEAM

활동 정민경 박선미 과 코딩게임 홍대선 유미( , , 2018) ( , , 

이형구 을 적용한 연구가 각 편인 것으로 나타, 2018) 1

났다 문헌연구 중 편은 유아 대상의 코딩교육을 위한 . 2

개념 전략 콘텐츠의 특징과 시사점을 문헌조사한 연, , 

그림 2. 연구 주제어의 경향분석 결과 도식화 

연구대상

연구주제

변인관계
분석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 
효과 연구

인식 요구( ) 
분석

제언 탐색 방향 · ·
제시

연구
경향

계

유아

만 세4 2 2

만 세5 1 5 1 6

만 세 세4 ~5 1 1

교사  
유아교사 1 1 5 7

예비유아교사 1 1

전문가 집단 1 1

문헌 자료 2 3 3 8

전체
2

(7.7)a
3

(11.5)
9

(34.6)
5

(19.2)
4

(15.4)
3

(11.5)
26

(100.0)

전체 기준 백분율a. 

표 3.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 편수



한국보육학회지 제 권 제 호19 2

184

구였다 김대욱 김민정 정희진 또한 유( , 2019; , , 2017). 

아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코딩시스템 서영상 외( , 

이나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구성 조준오2016) ( , 

홍광표 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교육을 위한 , 2017), 4

부모 프로그램 개발 최민숙 연구가 발표된 것으( , 2018) 

로 나타났다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내용을 일부 . 

포함하는 연구들의 경향 분석을 시도한 김상희와 김상

언 유구종 외 및 이애화 의 연구도 (2017), (2017) (2018)

발견되었다 조사연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아교사를 . , 

대상으로 코딩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덧. 

붙여 코딩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민영 유아 코( , 2017), 

딩교육 자질과 컴퓨터 활용능력과의 관계 천희영( ,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 2018), 

관련 인식 홍광표 조준오 박창현 그리고 소프( , , , 2017), 

트웨어 교육에서의 디지털매체의 활용실태 정다원( , 

를 추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조사는 2018) . 

뇌과학과 유아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을 조사하거나 양수영( ,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2018), 

과정의 적합한 교육내용 체계를 구성하여 제안 한윤진( , 

정영식 할 목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또한 질적, 2018) . 

연구로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과

정에서의 교사 경험 연구 한지원 최연철 가 발( , , 2018)

견되었다.

연구변인의 특성3)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의 연구범주별로 어떠한 측정 

변인이 적용되었는지 알기 위해 측정변인의 적용 빈도

를 살펴본 결과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4 .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비실험연구에서는 예비유아4 , 

교사의 기술수용요인과 수용의도 윤보란 유아 ( , 2019), 

학습자의 특성인 논리수학 지능과 사려성 학습과정에, 

서의 특성인 사려성 그리고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 

컴퓨팅사고력을 알기 위해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력 창의적 사고력 변인이 측정된 바 있었다 박남수, ( , 

유아교사와 관련하여서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2018). 

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저널 관찰 연구원간의 , , 

회의일지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실행 경험 변인이 측정 변인에 포함되었다 한지원 최( , 

연철 또 유아교사의 유아 코딩교육 자질과 컴, 2018). 

퓨터 활용능력 변인이 관계 분석을 위해 측정되었다 천(

희영 비실험연구에서의 각 변인은 회 적용된 , 2018). 1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는 인지발달 전반 홍대선 외 논( , 2018), 

리수학 지능 김상언 공간능력 유구종 외( , 2018), ( , 

다중지능 임명숙 이경화 이 각 회 측정 2018), ( , , 2018) 1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창의성은 회 이우리 임. 3 ( , 2018; 

명숙 이경화 정민경 박선미 문제해결, , 2018; , , 2018), 

력은 문제해결 행동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함께 총 회 김상언 유구종 외4 ( , 2018; , 

이연승 성현주 정민경 박선미2018; , , 2017; , , 2018)

로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인지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인성이 각 회 측정변인1

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숙 이경화( , , 2018; 

한지원 최연철. , 2018).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적용 또는 개, 

발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5 .

연구범주 측정 변인 빈도

비실험연구 유아교사 교육 실행 경험 1

유아 코딩교육 자질 1

컴퓨터 활용능력 1

예비유아교사 기술수용요인 1

수용의도 1

유아 논리수학적 지식 1

사려성 1

표 4. 
연구범주별 측정 변인의 적용 빈도

연구범주 측정 변인 빈도

비실험연구 유아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1

실험연구 유아 컴퓨팅 사고력 1

창의성 3

문제해결력, 
수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4

인지발달 전반 1

논리수학지능 1

공간능력 1

다중지능 1

의사소통능력 1

창의인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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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도구환경이 언플러그드 5 , 

환경인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 과학 활·

동을 활동으로 제공한 정민경과 박선미 의 STEAM (2018)

연구 편에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피지컬 컴퓨1 . 

팅 환경 프로그램은 편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환경6 , 

의 프로그램은 편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4

다 프로그래밍 도구로 블록 조립형 교구로봇은 편의 . 1

연구 김상언 에서 사용되었으며 로봇이 사용된 ( , 2018) , 

경우 알버트 가 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비(Albert) 4 , 

봇 은 편 로머 는 편의 연구에 사(Bee-Bot) 2 , (Roamer) 1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환경을 적용한 프로. 

그램 편에서는 키즈블록 비스킷 그리4 Ito2, , (Viscuit) 

고 칼라블록 놀이 시스템이 각 회 사용된 것으로 나1

타났다 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은 최단기 주 회 에서 . 5 (5 )

최장기 주 회 인 것으로 나타났다48 (48 ) .

이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들이 채택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6 .

프로그래밍 

도구 환경
프로그램명 적용 연구 적용 기간

프로그래밍 도구 

또는 로봇 도구
비고

언플러그드 
환경

언플러그드 컴퓨팅을 활용한 
활동STEAM 

정민경, 
박선미(2018)

주6
회기(12 )

누리과정 기반의 주제중심 
수 조작 과학 활동, ․

피지컬 컴퓨팅 
환경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로봇활용교육 프로그램

김상언(2018)
주6
회(23 )

블록 조립형 교구로봇

알버트 를 활용한 코딩교육BT 이우리(2018)
주6
회(12 )

알버트(Albert)

스마트로봇 활용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임명숙, 
이경화(2018)

주6
회(12 )

알버트(Albert) 

코딩용 비봇을 활용한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이연승, 
성현주(2017)

주13
차시(13 )

비봇(Bee-Bot)

하브루타 교육방법에 근거한 
유치원 코딩 로봇활동

유구종외 (2018)
주12
회(12 )

비봇(Bee-Bot)
알버트(Albert) 
로머(Roamer)

다중지능 논리수학적지능 발달을 ( )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프로그램
최종배(2018)

주44
회(44 )

알버트(Albert) 

스마트기기 
환경

유아인지발달을 위한 코딩게임
홍대선 외(2018)

주5
회(5 )

기능성 게임 “Ito2”

칼라블록 놀이 코딩시스템 서영상 외(2016) - 칼라블록 놀이 코딩시스템 비실험연구

게임기반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박남수(2018)
주48
회(48 )

키즈블록 비실험연구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한지원, 
최연철(2018)

주12
회(20 )

비스킷 프로그래밍언어(Viscuit) 비실험연구

표 5. 
프로그램의 특성별 분석대상 연구들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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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듯이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채택한 컴퓨6

팅 사고력 개념의 첫째 부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의해 

향상되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개념화한 

경우로 편의 연구들에서 채택되었다 둘째 부류는 컴8 . 

퓨터의 원리 이해 논리적 사고 및 문제해결력과 놀이, 

를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셋째는 컴퓨터 과학자. 

처럼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를 따라 효

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 능력이라는 

의 개념과 이를 기초로 한 교육부Wing(2006) (2015), 

이영준 외 양창모 의 개념으로 편의 연(2014), (2014) , 7

개념 출처 하위요인 측정방법 채택 연구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과학의 기본적인 , 

개념과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고 

능력 

Wing
(2006)

재귀적 사고 선행적 , 
사고 논리적 사고, , 
분석적 사고 추상적 , 
사고 절차적 사고, , 
전략적 사고 동시적 , 
사고 

유구종 외(2018)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를 기초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

교육부
(2015)

논리적 사고력 창의, 
적 사고력 수학적 , 
사고력

- K-CCTY(Korean 
Comprehensive 
Creativity Test for 

전경원Young Children)( , 
의 도형검사1999)

- K-CPM(Korean-Colored 
Progressive 

임호찬Matrics)( , 2004)
-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이경진( , 2016)

박남수(2018)

천희영(2018), 
한지원 최연철, (2018), 

홍광표 외(2017)

컴퓨터의 시스템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아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절차적인 사고 능력

이영준 외
(2014)

논리 수학적 지식-
창의적 문제해결력

- 유아 다중지능 발달평가의 
논리수학적 지능 조혜진( , 
2001)

- 창의적 문제해결력 가지 3
활동요소(Treffinger,1989, 
김상언 재인용, 2018 )

김상언(2018)

컴퓨터나 사람이 문제의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사고과정

양창모
(2014)

정다원(2018)

소프트웨어 교육에 의해 향상 
되는 문제해결 능력

서영상 외(2016), 
이연승, 성현주(2017), 

양수영(2018), 
윤보란(2019), 
이민영(2017), 
이우리(2018), 

조준오 외(2017), 
최종배(2018)

컴퓨터의 원리 이해 논리적 , 
사고 및 문제해결력과 놀이를 

포함

김대욱(2019)

표 6.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채택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측정방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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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나타났다. 

컴퓨팅 사고력의 직접적인 측정은 두 편의 연구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요인을 . 

논리적 수학적 창의적 사고로 보고 전경원 이경· · (1999), 

진 임호찬 김상언(2016), (2004), Treffinger(1989, , 

재인용 의 검사 논리수학적 지능의 평가 문항 조2018 ) , (

혜진 을 활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 .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

구의 경향을 게재 경향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의 게재 경향 측면1. 

연구의 게재 경향으로서 년부터 최근 년간 발, 2016 3

표된 연구 편수는 년 편에서 년 편2016 1 2017 10 , 

년 편 년 월 현재 편이 발표되어 연도2018 13 , 2019 3 2

별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학술지 논문 형태로 대다수가 ,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년 이후 . 2013

년 월까지 초 중 고 대학의 학교급에서의 소프트2018 6 · · ·

웨어 교육에 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2015

년부터 발표 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김재경( , 

황지온 황성온 특히 년 이후 2018; , 2017), 2016

년 월 조사일까지 등재지 논문이 증가하였2018 3 KCI 

다는 안장수 의 보고와 일관된 결과였다 김상희(2018) . 

와 김상언 은 년부터 년간 유아 대상의 (2017) 2006 10

로봇교육 관련 연구 편이 학술지 및 학위논문 형태59

로 발표되었으나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융합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비록 로봇을 활. 

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제한하여 살펴본 것이지만, 

년 정도까지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의 2016

발표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의 교육이 유아기부터 ·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사회적 분(Wing, 2006)

위기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연구 편수가 증

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소프트웨. 

어 교육 방안이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초 중2015 · ·

고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초등 · , 

교육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 경향이 두드러진 것 김재경 안장수( , 2018; , 2018; 

이정민 박현경 도 유아기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 , 2017)

한 연구를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발표된 논

문이 편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를 차지하는 것16 61.5%

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면적 실시를 대비. 

한 초등과 중등 학교에서의 노력에 비해 유아교육에서

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의 대응 준비는 미미한 수준에 머

물고 있고 홍광표 외 사교육에 의존한 유아 코( , 2017), 

딩교육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염려 최예나( , 

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연구의 과반수가 유아 관2016)

련 학문 분야에서 나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유아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 

요구되는 시점 김상희 김상언 박남수 에( , , 2017; , 2018)

서 교육공학이나 컴퓨터교육과 같은 교육학 분야에서 

보다 유아교육 관련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타학문 분야와 . 

통합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을 고려하고 김영옥· (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를 2016) 

반영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융합학문 분야에서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연구방법 측면2.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먼저 연구의 주제와 연구대상, 

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주. 2

제어를 살펴본 결과 소프트웨어 교육 회 컴퓨터 , ‘ ’ 6 , ‘

사고력 회 유아 소프트웨어 회 유아 코딩교육 이 ’ 5 , ‘ ’ 3 , ‘ ’

회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선정에 사용한 대2 . 

표 검색어가 소프트웨어 교육 과 컴퓨팅 사고력 이었‘ ’ ‘ ’

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년에서 . 2015

년 사이에 학술지에 발표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2017

연구의 동향에서는 유아기 교육 관련 주요 연구주제어 

개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로봇활용교육 의 빈도10 ‘ ’

가 각 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 이애화4 ( , 

에 비해 본 연구에서 로봇교육 은 회 주제어로 2018) ‘ ’ 1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애화. (2018)

의 분석연구들이 로봇 활용 교육 을 주제어로 제시하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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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들은 스마트로봇 알버, , 

트 코딩용로봇 비봇 등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사용BT, , 

한 로봇을 주제어로 제시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로 해

석되었다. 

연구주제를 연구대상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 

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만 세와 만4

세를 대상으로 효과 검증을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5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주제의 적용은 초등학생 . 

대상의 로봇교육 연구주제로 프로그래밍 교육의 적용과 

설계 개발 주제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김상희 김상언· ( , , 

는 연구 경향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만 세와 만2017) . 4 5

세 대상의 프로그램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Fessakis, 

Gouli, Mavroudi, 2013; Kazakoff et al., 2013; 

은 만 세Papadakis, Kalogiannakis, Zaranis, 2017) 4

를 포함한 어린 유아에게도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적

용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었다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 

만 세 대상의 교육과정에 통합한 영국의 시도3~5

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Manches Plowman, 2017)＆ 

연구자들도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누리과정에서 지향

하는 수학 과학적인 사고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목·

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민영( , 

조준오 외 무엇보다 유아기 소프트웨어 2017; , 2017). 

교육의 타당성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주제가 다수의 연구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덧붙여 유아교사의 인식 요구 의 분석 유아 소프트웨, ( ) , 

어 교육을 위한 제언 탐색 방향의 제시와 같은 연구주· ·

제들의 경우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실천은 유아교사, 

의 그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에 따라 달라지며 소프트, 

웨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수활동을 계획하거나 교육

환경을 구성할 때 유아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

천희영 는 점에서 연구주제로 채택된 것으로 볼 ( , 2018)

수 있었다. 

년 이후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들에 2016

적용된 연구방법은 실험연구와 문헌연구 방법 각 회( 8 ), 

조사연구 회 델파이조사 회 질적연구 회 의 순으(7 ), (2 ), (1 )

로 많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년부터 년간 . 2015 2

유아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편 중 문헌연구 4 2

편 조사연구와 질적연구가 각 편 발표되었던 연구경, 1

향 이애화 에 비해 실험연구 방법의 적용 사례가 ( , 2018)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소프트웨. 

어 교육 연구에서 년 이후 양적연구 특히 실험연2016 , 

구와 조사연구가 증가했으며 문헌연구 방법은 양적연, 

구 다음으로 많이 채택되었다는 보고 김재경 황( , 2018; 

지온 황성온 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2017) . 

연구주제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실험연구는 프로그

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유아 소프트웨어 교

육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의

의가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 연구 중 조사연구들은 .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변인간의 관계 검증보다는 

인식 과 요구를 조사한 연구가 더 많았으므로 연구의 ( ) 

주제와 초점을 다양화한 조사연구 방법의 적용이 추후 

요구되었다 또한 이애화 이정민과 박현경. (2018), 

의 주장처럼 유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육(2017) ,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유아의 프로그래밍 과정이나 로봇을 제어하는 

과정을 관찰 내용분석 등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방법·

과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선정한 연구변인의 특성을 알기 

위해 첫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 

한 결과 비실험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과정과 , 

결과에서 컴퓨팅 사고력 관련된 유아의 특성 기술수용, 

요인 관련 예비 유아교사의 특성 교육 실행 경험과 유, 

아 코딩교육 자질 관련 유아교사의 특성 변인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과 문. 

제해결력을 비롯한 인지적 특성 변인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인성 변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유아의 인지적 특

성 변인이 측정변인으로 많이 다루어진 것은 로봇교육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창의

성 유아 대상으로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효과, ·

를 가장 많이 검증했다는 보고 김상희 김상언( , , 2017)

와는 대조되는 결과였다 유아 대상의 로봇교육은 초등. 

학생의 교구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과 달리 통합교육

으로 이루어지고 김상희 김상언 컴퓨팅 사고력( , , 2017) 

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해결하는 소프트

웨어 교육의 과정에서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더 요구되

므로 최형신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되는 인지적 ( , 2018) 

변인뿐 아니라 언어적 사회적 특성 변인의 측정 시도, 

가 교육 효과 검증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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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프로그래밍 , 

도구 환경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 

은 편의 연구가 피지컬 컴퓨팅 환경의 프로그램을6 , 4

편의 연구는 스마트기기 환경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 1

편의 연구는 언플러그드 환경의 활동 프로그램STEAM

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지컬 컴퓨팅 환경은 생. 

활의 하드웨어와 상호작용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많

이 활용되는 문제해결적 접근을 취한다 최형신( , 2018). 

피지컬 컴퓨팅과 연계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된 바 있다 김(

재휘 김동호 특히 유아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 , 2016). 

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용 로봇은 유아가 높은 흥미를 보

이며 실생활 장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습득하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게 하며 김재경( , 2018; 

디버깅 과Lindh Holgersson, 2007), (debugging) ＆ 

정 즉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유구종 외 피( , 2018). 

지컬 컴퓨팅 환경에서의 프로그램이 다수 적용되었다는 

것을 통해 코딩로봇에 직접 입력하기 코딩로봇 전용 , 

앱을 활용한 로봇의 코딩과 같은 유형의 놀이를 통한 

코딩교육 전략이 유용하다 김대욱 는 것을 다시 ( , 2019)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플러그드 환경 역시 유아. 

의 놀이를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컴퓨팅 사고력에 기

초하여 일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는데 긍정적인 기

여를 하므로 김대욱 천희영 활동( , 2019; , 2018) STEAM

으로써 컴퓨팅 사고력의 기본 개념을 집중 교육하는 프

로그래밍 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편의 연구에서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환경의 프로6

그램들에서 사용된 프로그래밍 도구 즉 로봇은 네 가지 

종류였다 알버트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로봇 외부의 두. 

뇌나 디스플레이로 삼아 센서를 통해 반응 이동할 수 ·

있는 스마트 로봇이다 김돈정 알버트가 회로 ( , 2016). 4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

의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국내 한 기. 

업체에서는 완구처럼 유아에게 친숙한 외양을 가진 알

버트와 유아 대상의 교육과정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우리 영국에서 교육용 로봇으로 개발된 비봇과 , 2018). 

로머는 로봇을 조작하는 놀이체험을 통해 문제해결능

력 논리적 프로그램 절차를 학습할 수 있어 세계 여러 , 

나라에서 유아 학습용 교구로봇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

구종 외 그러나 유아가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 2018). 

수 있도록 연구자가 적정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버트만큼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효과적인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즉 효과적으로 컴. 

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유아 코딩교육은 스마트기기에 

직접 입력하기부터 시작하여 전용 앱으로 코딩로봇 활

용하기 종이카드나 블록형 알고리즘 활용하기 전용 , , 

앱 코딩로봇 블럭 등을 혼합하여 교육하기의 단계로 · ·S- 4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대욱 또한 초등( , 2019). 

학생 대상의 로봇활용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에서 이미 

블록형 언어를 비롯한 프로그래밍 도구들 완성형 로봇, 

과 확장형 로봇이 다양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정민 박현경 이에 국내 유아 소프트웨( , , 2017). 

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도구

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효과적

인 프로그램의 구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다.

스마트기기 환경의 분석 연구들에서 사용된 칼Ito2, 

라블록 놀이 코딩시스템 키즈블록 비스킷 프로그래밍 , , 

언어 등은 모두 스크래치 주니어와 같은 비주얼 프로그

래밍 또는 블록 프로그래밍 방(block programming) 

법 김민정 정희진 을 채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 , , 2017)

고 는 기능성 교육게임으로 유아의 교육내용에의 Ito2

몰입에 유용한 도구라는 특징이 있다 홍대선 외( , 

김민정과 정희진 에 의하면 유아는 교육2018). (2017) , 

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스마트기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

램을 통해 놀이를 하며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끼고 자

연스럽게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유아는 텍스. 

트 기반의 언어가 아니라 비주얼 언어를 드래그 드롭-

기능에 의해 사용하게 되므로 복잡(drag and drop) 

한 컴퓨터 문법을 알 필요 없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

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환경이 유아기 소프트웨어 교육 .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었다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주 주로 차이가 있었다5 ~48 . 

대부분 주 회 회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1 ~2

한 것으로 나타나 적용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 실. 

시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들도 컴퓨팅 사고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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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 

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 이정민 박현경( , ,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주 회 적용한 프로그2017). 1

램 효과의 분석 방법 타당성을 높이고 그 효과의 지속

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을 장기화하거나 종단

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지적 김정랑( , 2018; 

황지온 황성온 에 동의할 수 있었다, , 2017) .

셋째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채택한 컴퓨팅 사고력의 , 

개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의, 

해 향상되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개념화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팅 사고력의 기본 개. 

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보다는 교육의 결과로 증진

되는 사고 능력이라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유아교육 , 

분야에서의 연구 소프트웨어 교육의 유아교육 현장 적, 

용을 위한 연구들에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컴. 

퓨팅 사고력이 컴퓨터 원리를 이해 논리적 사고 및 문, 

제해결력과 놀이를 포함한다는 두 번째 부류의 개념 역

시 언플러그드 코딩의 적용 전략에 초점을 둔 연구 김(

대욱 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놀이를 포함함으로, 2019) . 

써 컴퓨팅 사고력 개발을 위한 교수 접근법 최형신( , 

을 개념에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 2018) . 

두 부류의 개념은 학자들 간에 체계화된 컴퓨팅 사고력

의 정의에서 강조되는 사고하는 과정‘ ’(thought 

이라는 의미는 약화된 정의로 process)(Wing, 2010)

볼 수 있었다 반면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 세 번째 부. , 

류는 의 개념과 이에 기초한 것으로 컴퓨Wing(2006)

터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 및 원리를 따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 능력으로 보는 것이었

다 교육부 와 이영준 외 양창모 가 . (2015) (2014), (2014)

채택한 정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개념은 관. 

련 연구자들간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념으로서 컴, 

퓨팅의 개념 수행 관점의 개 차원으로 구성된 상세한 · · 3

개념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어 있을 만큼(Brennan & 

컴퓨팅 사고력을 교육하거나 평가를 Resnick, 2012)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개념이기

도 하다 최형신 관련하여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 2018). , 

는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요인이 의 입장에 Wing(2006)

따른 하위요인들 창의적 논리적 수학적 사고력 또는 , · · , 

논리수학적 지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김상희 김상언 박남수 유구종 ( , , 2017; , 2018; 

외 이러한 하위요인들을 채택한 연구들은 컴퓨, 2018). 

팅 사고력을 능력의 개념으로 본 분석대상 연구들의 입

장을 지지해 주었다. 

연구에서 채택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볼 때 신승기와 배영권 의 지적 즉 컴퓨팅은 컴, (2018) , 

퓨터 과학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컴퓨팅 사고력이 컴퓨

터 과학의 기저 사고전략 내지 문제해결 사고의 과정

이라는 점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용어(Wing, 2006)

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

다 이는 컴퓨팅 사고력의 평가 및 측정방법과 관련된 . 

문제였다 컴퓨팅 사고력의 측정방법으로는 그 하위요. 

인에 따라 창의성 검사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창의, , 

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같은 개별적인 측정도구들이 사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 측정방법. 

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학교 현장에서의 컴퓨팅 사고력의 평가방법에 관심

을 가져왔던 연구자들 김민정 외 이재호 장준( , 2017; , 

형 정웅열 이영준 조준오 홍광표, 2018; , , 2018; , , 

최형신 김미송 의 의견을 참고할 때 무2017; , , 2017) , 

엇보다 국가 수준의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컴·

퓨팅 사고력의 개념 요소 성취기준과 누리과정에 근, , 

거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컴퓨팅 사고력의 합의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선행될 필

요가 있었다 그리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실. 

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측정함으로써 문제

를 해결 및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의 측정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

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 

게재 경향과 관련하여 최근 년간 유아 소프트웨어 교, 3

육 연구가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되는 편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의 특성 상 융합.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시도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첫째 다양한 로봇 . , 

주제어가 등장할 만큼 로봇 교구가 다양화되고 어린 유

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

가 다수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 

나 교육과정의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의 검증을 위해 질

적 연구방법이나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한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에서 피지. , 

컬 컴퓨팅 환경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의 인지적 

특성 외에 언어적 및 사회적 특성의 측정도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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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추후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 , 

고력의 기본 개념을 집중 교육하는 활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도구의 적용, ,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의 장기적 종단적인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들에. , 

서 적용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은 능력의 개념으로서, 

사고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에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의 과. 

정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시도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최근의 비교적 단

기간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경향의 내용분석 영역이 광범위하여 특정 영역의 심층

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유아. 

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연구 편수의 축적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 

결과가 유아교육 아동학 관련 연구자들의 유아 소프트, 

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

를 활성화함으로써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이 현장에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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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related to softwa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focusing on studies published in Korea from 2016 to 2019 March. 
Methods: A total of 26 research publications on softwa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earched from Korea 
Citation Index and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were identified for the analysis. The trend in these 
publications was classified and examined respectively by publication dates, types of publications, and the fields 
of study. To investigate a means of research, the analysis included key topics, types of research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number of publications on the topic of softwa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has increased over the three years, of which most were published as a scholarly journal 
article. Among the 26 research studies analyzed, 16 (61.5%) are related to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r child studies. Key topics and target subjects of the most research include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softwa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or the effectiveness of software education on 4- and 
5-year-old children. Most of the analyzed studies are 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or in the form of literature 
reviews. The most frequently studied research variable is young children’s cognitive characteristics. For the 
studies that employ educational programs, the use of a physical computing environment is prevalent,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robot as a programming tool is “Albert”. The duration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varies, ranging from 5 weeks to 48 weeks. In the analyzed research studies, computational thinking is 
conceptualized as a problem-solving skill that can be improved by software education, and assessed by 
individual instruments measuring sub-factors of computational thinking. 
Conclusion/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reveals that, although the number of research publications in 
softwa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has increased, the overall sufficiency of the accumulated research data 
and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are still lacking. An increased interest in softwa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more research activities in this area are needed to develop and implemen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software education program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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