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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유아 소프트웨어교육 중에 나타나는 
유아의 메타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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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young children’s metacognition 
expressed during software activities using the programming language, Viscuit. 
Methods: Twelve four-year-ol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12 weeks. Various data, such as 
observation records, researcher’s own journals, and informal consultation meeting recor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ere able to visit their own thinking 
process while doing software activities. Children could activate metacognition in the process of judging 
what they really wanted, what they liked, and whether they had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Second, 
children were able to monitor their own thinking process while doing software activities. Metacognition 
was activated while pursuing tentative answers to solve problems. Children could monitor the degree of 
their understanding immediately and objectively since the results of the manipulation were shown on the 
computer screen. Third, children expressed their ideas in various ways while doing software activities. 
Children used metacognition processes while integrating their technical knowledge of programming 
languages and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Children were able to connect different fields of knowledge to 
create various expression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to understand the metacogni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in software education, and also to affirm value of softw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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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에 살고 있다. 기술 융합과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찾아온 4

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tion [NILE], 2016).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유아들을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

한 교육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Battelle for Kid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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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and Choi   38

OECD, 2018)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Seong, 2017)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구성주의적 

인지능력을 강조한다. 구성주의적 인지능력은 주어진 지식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구성주의적 인지능력은 학습의 전제조건으로 경험을 스스

로 끊임없이 재구성해 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가정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는 특정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어떻

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이러한 능력은 메타인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에 대해 ‘알고’ 인지과

정을 ‘조절’하는 능력(Flavell, 1976)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

할 수 있는 인지적 도구 역할을 한다.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평생 동안 배울 수 있게 한다.

인지가 학습자와 경험적 세계를 중재하는 것이라면, 메타

인지는 학습자와 인지를 중재한다(Forrest-Pressley & Waller, 

1984).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및 인지적 활동에 대한 자각과 

조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타인지는 인지를 인지의 대상으

로 여기고, 이를 내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메타

인지는 성인이나 아동에게는 존재하지만 유아에게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이었으나, 많은 연구들(Kei, 2013; Kim 

& Park, 2007; Rosbon, 2016)은 만 3-5세 유아들에게서도 메타

인지가 나타난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메타인지와 

관련 있는 개념인 마음이론과 자기조절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유아의 인지 및 정서적 조절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Hofmann, Friese, Schmeichel, & Baddeley, 2011; H. Lee, 2013; 

Y.-J. Lee, Lee, & Shin, 2005). 메타인지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발달에 도움(Dimmitt & McCormick, 2012)이 될 뿐 

아니라, 자기조절학습의 핵심 요인(Efklides, 2006)이며, 창의

성과 관련이 있다(Kim, 2008)는 점에서 중요한 인지적인 능력

으로 간주되고 있다. 

메타인지는 인지의 ‘자기평가’ 와 ‘자기관리’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Paris & Winograd, 1990). 자기평가는 학습 과정 

중 학습자의 이해, 능력, 감정 상태에 대한 성찰이고, 자기관리

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반영적 추

상화, 자기조절, 마음이론, 자기성찰 등 메타인지와 유사한 개

념이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존재해왔다(H. D. Lee, 2005).

유아들에게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 가운데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은 가장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언어는 상

상과 문제해결에서의 사고과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사고과정의 오류

를 수정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apert, 1993).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게 코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컴퓨터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사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Choi, 2017). 즉, 프

로그래밍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유아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므로 그 개

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여러 연구( Jo, Park, & 

Hong, 2017; C. Lee, 2017; Resnick, 2007)를 종합해보면 유아가 

생각하여 만들고자 하는 구체물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교

육용 프로그래밍언어를 직접 활용하여 설계 및 창조하는 과

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프로그래밍언어 도구를 활용하여 유아가 만들고 싶

어 하는 구체물을 창조해내는 교육이라고 간주한다. 프로그

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은 Piaget의 구성주의 교육 

접근법과 관련이 깊다(Katterfeldt, Dittert, & Schelhowe, 2015; 

Martinez & Stager, 2013/2015; Papert, 1993). 프로그래밍언어

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은 유아들이 자신들의 관심거리나 

상상으로 시작하여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Kang, 

Yoon, & Hwang, 2017). 유아가 자신의 생각, 관심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율성의 범위가 넓고 자기 주도

적 학습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자기 주도적 활동이기 

때문에, 유아의 메타인지가 유아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상

황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이 메

타인지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

트웨어교육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해야 가능하다. 초기 

선행 연구들에서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

육의 적절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저해에 대한 우려(Barnes & 

Hill, 1983; Cordes & Miller, 2000; White & Sivitanides, 2002)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아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교육용 프로그래

밍언어 사용은 유아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Grover & Pea, 2013; Kazakoff & Bers, 2012; Portelance, 

Strawhacker, & Bers, 2016).

더구나 최근 유아들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용 프로그래밍언어가 출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빠른 발

전이 새로운 교육적 도구 개발에 기여했기 때문이다(Y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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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gerald, 2015). 유아용 프로그래밍언어는 습득 시간이 짧고 

조작하기 쉬운 비주얼 언어가 많은데, 비스켓(Viscuit)과 스크

래치 주니어가 대표적인 언어이다. 특히 비스켓은 안경 버튼

을 통해서만 명령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만 숙지하

면 언어 문법 지식이 없이도 유아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 Hwang, Chae, Kim, & Park, 2018).

유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가능해지고 프로그래밍언어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유아 대

상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 대

상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 연구 경향을 분

석한 연구(Chun, Park, & Sung,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에

서 교사의 실천과 반성을 살펴본 연구(Lim, 2019)와 구성주의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미를 탐구한 연구(Won, 2020) 등을 

들 수 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래밍언어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스크래치 주니어를 분석한 연구(Yoon, 

2019), 활동 과정에서의 유아의 컴퓨팅 사고 경험(S. Hwang & 

Choi, 2019)과 교사와 유아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Won & 

Choi, 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충분한 연구에서 유아기에도 메타인지 능력이 있다는 

점과 프로그래밍언어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

에서 유아의 메타인지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메타인지는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이므로, 유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

작용과 결과물 등 외현화된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소프트웨어교육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메타인지 능

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유아 소프트웨어교육 중에 나타나

는 유아의 메타인지 양상은 어떠한가?

Methods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S시 D유치원 만 4세 단일연령 학

급의 유아들로, 남아 8명, 여아 4명, 총 12명이다. 연구 시작 전

에 동료교사 및 학부모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을 

통한 동의를 구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사회 경제 배경

이 유사한 가정의 유아들로 모두 프로그래밍언어 활동과 관련

된 사전경험이 없었다. 유아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라인

에 게시된 교육 또는 오락용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활용

해본 경험이 있을 뿐이었다. 참여 유아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과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 교육용 프

로그래밍언어인 비스켓을 사용했다. 비스켓은 일본의 정보 공

학 박사인 하라다 야스노리가 개발하여 인터넷 환경의 컴퓨터

나 태블릿 PC에서 제공되며, 유아에게 프로그래밍을 통해 놀

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래밍언어이다(S. Hwang 

et al., 2018).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연구도구로 활용해도 된

다는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비스켓은 사용방법의 단순함에 비해 활용 가능성이 크다

는 장점이 있다. 비스켓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유아가 그린 그

림으로 객체를 생성한다. 이후 Figure 2처럼 ‘안경’처럼 생긴 명

령어를 통해 객체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안경명령어

는 두 개의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이어주는 직선으로 이루

어져 있다. 동그라미를 이어주는 직선에 있는 화살표(→)를 기

준으로 왼쪽 원은 변화 전을 나타내며 오른쪽 원은 변화 후를 

나타낸다. 안경명령어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표현은 이동, 변

화, 회전 등이다. 이동은 왼쪽 동그라미의 그림이 오른쪽 동그

라미의 그림의 위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

는 안경 좌우에 다른 그림을 넣어, 왼쪽 원의 그림이 오른쪽 원

의 그림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다. 변화를 통해 객체 생성

하기, 객체 사라지게 하기, 객체 변화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회전은 회전 버튼을 눌러 객체를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이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Han과 Choi (2019)의 연구에서 수집한 전사 자

료를 토대로 재분석하였다.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

웨어교육은, 2018년 4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주 동안 총 

20회 방과후과정의 자유선택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

구수행과정에서, 참여관찰, 연구일지, 연구자 협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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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당 유아 4명씩 소집단을 구성하여 따로 마련된 도서관에

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4명의 유아와 활동을 하는 동

안 나머지 유아들은 교실에서 방과후과정 교사와 자유선택활동

을 하였고, 각 소집단별로 총 25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

시한 활동은 연구자가 명령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보

여주고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과 유아가 태블릿 PC

로 자유롭게 프로그램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의 상호작용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녹음하였고, 프로

그래밍 과정에서 유아의 사고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태블릿 

PC 화면을 녹화하였다. 수집한 즉시 전사를 진행하였으며, 전

사분량은 총 A4 273장이었다. 연구일지에는 활동의 진행 과

정, 의문점, 의미 있는 발견과 활동에 대한 평가, 연구자의 경

험과 고민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일지의 분량은 A4 58장이었

다. 연구자 협의는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의가 필요

할 때마다, 제 2저자와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 2인

과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프로그래

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에서 나타난 유아의 메타인

지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를 주의 깊게 읽으며 자료 범

주화, 범주 분석과 의미 해석(Y. Lee & Kim, 1998)의 단계에 따

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을 

통해 음성 녹음과 동영상 녹화 자료, 면담 자료 등 다양한 자료

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또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제2저자와 교육 전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협의가 필요할 때 동일 주

제 연구자 2인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Results

자기 생각 알아가기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Koo, 2019)과 

관계된다. ‘내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이 언어를 배우기가 내

게 어려울지’ 등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인지를 아는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메

타인지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이기도 하다. 사람

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듯이 프로그

래밍언어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도구이다. 프로그래밍언어를 통해 완성한 프로그램은 작

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객

체 생성, 실행화면에 객체 배치, 명령어 생성 등을 자신의 의도

에 맞게 결정하게 된다.

프로그래밍 작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

일 먼저 작품의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객체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몇몇 유아들은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화면에 

객체를 놓을 때 특히 많이 고민하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객

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펜의 두께, 투명도 등을 조절하거나, 지

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표현, 자신이 원하는 표현이 무엇

인지를 알아갈 수 있었다.

준영 : 선생님 나 물고기 한 마리 그릴래요.

교사 : 마음대로 그려도 돼.

(준영이가 노란색 실행화면을 선택하고 분홍색 

펜을 선택한다.)

준영 : 나 문어.

(분홍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저장 버튼

  

Figure 1. Object creation screen. Figure 2. Glasses command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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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눌러 실행화면으로 나간다. 다시 객체 생성 버

튼을 눌러 분홍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색칠한다. 

동그라미에서 문어 다리처럼 여러 개 선을 그린다. 

지우기 버튼을 눌러 다리를 지운다. 동그라미 아래

에 네모를 그리고 색칠한다. 네모에서 문어 다리처

럼 선을 여러 개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안경 명령어를 놓고, 1번에 문어를 놓은 후 2번에 

문어를 오른쪽으로 놓는다. 실행화면에도 문어를 

놓는다.)

준영 : (문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우와 이거. 

문어 간다. 문어.

<중략>

준영 : (객체 생성 버튼을 누르고 파란색 펜을 선택하며)

바다.

교사 : 바다가 넘실넘실되는 것도 표현해볼까?

준영 : 네. 

(준영이가 파란색 펜으로 파도처럼 그리다가 지

우고, 파란색으로 큰 원을 가득 색칠하여 바다를 

그린다.)

(관찰일지, 2018. 06. 11)

준영이는 제일 먼저 실행화면의 색을 선택하고, 문어라

는 객체를 만들었다. 준영이는 문어가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보다가 파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실행화

면에 파도 그림을 문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개 놓

아 ‘엄청 깊은 바다 속’(관찰일지, 2018. 06. 11)을 표현하

였다. 또 바다 속에 사는 상어도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

게 해보는 표현을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바다 속에 사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었다. 준영이가 처음부터 

바다 속에 사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

었다. 객체를 하나씩 추가하고, 명령어로 움직임을 표현

하면서 준영이의 생각은 확장되었다. 또한 교사의 제안

에 의해서도 표현이 확장되었는데, 준영이는 넘실되는 

파도를 그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다를 

그려 표현하였다. 이때 교사의 제안을 수용할지, 거절할

지, 변형하여 수용할지는 준영이가 결정하였다. 준영이

는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객체를 여러 번 수정하였고, 객

체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지 놓아보면서 신중하

게 결정하였으며, 객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오랫동안 살

펴본 후에 다른 객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준영이가 표현을 확장하는 것은 자신의 인지 및 사고

과정에 대해 인지하는 메타인지(Gordon & Braun, 1985)

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대상을 떠올린 내적인 인식

과 외적인 표현물을 의미하는 표상(J. Lee, 1998)과는 다

르다. 표상은 각각의 객체에 대한 지식을 떠올려 모양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메타인지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결

정을 바탕으로 객체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추가하며 자

신의 사고과정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이 된다.

무엇을 표현할지 결정한 후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활동에서는 어떻

게 표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똑같은 장

면이라도 명령어로 구현해내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서, 사과 먹는 모습을 사과를 먹어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사과 한 개, 사과 반 개 등의 단계를 거쳐 완

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어린이 입에 사과가 들어

가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의 생

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주제를 어떻게 표

현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선아가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고가 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나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사고

가 나는 모습을 어떻게 안경 명령어로 표현해야 하는지 

난감하였다. 두 대의 차가 이동하면서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해야 하는지, 부딪힌 이후를 표현해야 하는지 선택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때 나 혼자서 결정하기보다, 

선아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 단순히 ‘사고 나는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다가 부

딪혀서 사고가 나는 모습인지, 부딪혀서 연기가 나는 모

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았을 뻔 했다.

(연구자 저널, 2018. 06. 04)

선아는 평소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유아이다. 그러나 선아는 처음에 

교사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물어볼 뿐, 구체적으로 어

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후 교사가 “음... 

그러면... 이거 어때?”(관찰일지, 2018. 06. 04)라며 자동차들이 

부딪혔을 때 빨간색으로 번쩍이는 그림이 나타나게 예시를 보

여주자, 선아는 자동차를 부딪히며 “사고가 났다.”(관찰일지, 

2018. 06. 04)라고 말하였다. 선아는, 초반에는, 원하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에 대해 정교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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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는 결과는 같아도 표현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과정은 생각을 명령어의 문법 규칙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두루뭉술하게 떠다니는 생각들을 정교

화, 구체화시켜야, 명령어로 구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

은 ‘나는 어떤 장면을 표현하고 싶은 걸까?’, ‘나는 그 장면을 어떻

게 표현하고 싶은 걸까?’ 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아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활동 

수준을 선택한다. 프로그래밍 활동에서는 유아들이 무엇을 표

현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과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높은 수준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갈등을 겪게 되고 다양한 시

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유아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곤 했으나, 유아

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만들고 스스로 그 과제를 해결해갔다.

민준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가면

서 켜지면서 앞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활동

하기 전에, 교사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반짝거리면서 차 사고

가 난 지점까지 움직이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고 어떻게 움

직이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민준이는 교사가 제

시한 경찰차 배경으로 표현하겠다고 하였다.

민준이는 교사가 제시한 그림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안경

명령어의 1번에는 파란색만 켜져 있는 경찰차를, 2번에는 

빨간색 불만 켜져 있는 경찰차를 놓는다. 두 번째 안경명

령어의 1번에는 빨간색 불만 켜져 있는 경찰차를, 2번에는 

파란색 경찰차를 놓는다. 실행화면 속 파란색 불만 켜진 

경찰차는 빨간색 불만 켜진 경찰차로 변하고, 또 다시 파

란색 불만 켜진 경찰차로 변하여, 빨간색 불과 파란색 불

이 번갈아가면서 켜진 것처럼 표현된다. 세 번째 안경명령

어의 1번에는 빨간색 경찰차를, 2번에는 파란색 경찰차를 

좀 더 오른쪽으로 놓는다. 네 번째 안경명령어의 1번에는 

파란색 경찰차를, 2번에는 빨간색 경찰차를 좀 더 오른쪽

에 놓는다. 실행화면 속에 경찰차가 파란색 불과 빨간색 

불이 번갈아가면서 켜지면서 한 칸씩 앞으로 가게 표현된

다. 새로운 안경명령어를 꺼내 2번에 파란색 경찰차를, 1번

에는 빨간색 경찰차를 놓는다. 2번의 경찰차를 좀 더 오른

쪽으로, 1번의 경찰차를 좀 더 왼쪽으로 옮긴다. 그러고는 

실행화면을 보며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한다.

(관찰일지, 2018. 06. 04)

민준이가 성공한 과제는 단순한 움직임 표현보다 어려운 

수준의 과제였다. 빨간색 불만 들어온 경찰차와 파란색 불만 

들어온 경찰차가 번갈아가면서 변화해야하고 동시에 움직여

야하기 때문이다. 그 과제는 유아의 수준보다 어려웠기 때문

에, 유아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떠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민준이는 이 과제를 선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나갔다. 움직임과 모양변화 표현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는지 확인하면서, 자신이 명령어로 두 가지 표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민준이는 교

사에게 “왜 근데 계속 앞으로 가요? 여기(사고가 난 차량)까지

만 가게는 못 해요? 경찰차가?”, “아니, 이게 여기(사고가 난 차

량)까지만 가고, 또 여기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고요.”(관찰일

지, 2018. 06. 04) 등과 같이 더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였다. 지금까지

의 표현에서 더 나아가, 사고가 난 차량까지 경찰차가 경광등

이 반짝거리면서 움직이고, 멈추었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하

는 표현까지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한데, 

호기심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지적 

궁금증이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 조건은 자극의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지식에 달려 있

다(Litman, 2009; Loewenstein, 1994). 즉, 호기심은 인지 주체가 

알 듯 말 듯 한지(tip-of-the-tongue) 또는 완전히 모르는지(don’t 

know)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

심은 메타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준이

는 여러 시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

는지 알게 되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어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었다. 즉, 자신의 

무지를 알고 있어야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

인지는 호기심과 병행하는 능력이다. 민준이가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시도한 것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기심을 갖는 것

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메

타인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들이 민준이의 사례처럼 항상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다. 유아들은 움직임이나 객체 돌리기 

등 단순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사례

처럼 유아들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만을 반복하였다. 이는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민서가 안경 명령어를 꺼낸다. 2번에 텔레비전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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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도 2번의 위치와 똑같이 텔레비전을 놓는다. 실행화

면에 텔레비전을 놓자, 텔레비전이 움직이지 않는다. 민서

가 오랫동안 실행화면을 살핀다.)

민서 : (2번의 텔레비전을 위에 놓으며) 위에. 

 선생님 이거 봐요. 

교사 : 텔레비전도 움직이네.

민서 : (2번의 텔레비전을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시키며)

 이렇게. 오 선생님 이렇게.

(2번의 텔레비전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1번과 똑

같은 위치에 놓는다. 그러자 텔레비전이 움직이지 

않는다.)

민서 : 뭐야.

(관찰일지, 2018. 06. 27)

 

Figure 3. Min-seo’s repetitive expression screen.

교사는 바다 속 배경을 통해 명령어를 활용하여 객체가 생

성되거나, 누르기 버튼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객체를 만들어 움직

임을 표현하였다. 이후에도 민서는 다른 객체를 그려 명령어

를 조작하며 어떻게 움직임이 변화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

복하였다. 교사가 아무리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제

시해도, 유아들은 각자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찾아내

어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내었다. 즉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흥

미로운 과제는 유아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

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였다.

자기 생각 점검하기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면 입력한 것만큼 작동

한다. 컴퓨터는 단순히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다른 장치

들을 동기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창의성에 따라 달

라지는 생각의 도구,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것이다(Krauss & Prottsman, 2016/2017). 사람들

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사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

는 도구가 ‘말(언어)’이듯이 컴퓨터와의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가 프로그래밍언어이다( J.-Y. Park, 2007). 따라서 글을 쓰

고 말할 때 기본적인 언어 문법 규칙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프

로그래밍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로

그래밍언어의 문법적 규칙들이나 조건을 알아야 한다. 유아가 

자신의 의도를 컴퓨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유아들은 교사로부터 안경명령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 후, 직접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명령어 이해 

정도를 점검하였다. 이처럼 막연히 안경 명령어를 알 것 같다

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메

타인지라고 볼 수 있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

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개념으로, 현재의 지적인 활동 과

정 및 지식을 포함한 인지에 관한 학습자의 개인적인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아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점검하

는 간단한 방법은 ‘질문하기’이다(Gavelek & Raphael, 1985). 유

아들은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고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관찰하

며, “어떻게 하는 거지?”(관찰일지, 2018. 04. 20), “아 이거 아

니지?”(관찰일지, 2018. 04. 27), “뭐였더라?”(관찰일지, 2018. 

05. 18) 등과 같은 질문을 만들어 내었다.

영석 : (그린 객체를 실행화면에 놓는다.) 이거 어때? 

잠깐. 내 거부터 한다.

(영석이가 안경명령어를 회색 창에 가지고 온다. 

실행화면에 있던 객체를 안경명령어 2번에 놓고, 

1번에도 객체를 꺼내 놓는다.)

영석 :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이렇게 해야 하잖아.

(객체를 꺼내 실행화면에 놓는다.)

(관찰일지, 2018. 04. 20)

영석이는 프로그래밍언어에서의 문법적 규칙에 따라 객체를 

먼저 그리고, 안경명령어를 사용하여 객체를 움직여보려고 한

다. 그러나 처음에 실행화면에 놓여있던 객체를 안경명령어에 

놓으면서, 실행화면에는 객체가 없어졌다. 실행화면에 객체가 

없으면, 영석이의 생각대로 안경명령어를 조작하여 객체가 맞

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수가 없게 된다. 영석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몇 초 후에 실행화면에 객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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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

라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메타인지에 해당하는 비고츠키

의 자기조정 기능은 자기중심적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데(M.-

J. Lee, Lee, & Choi, 2014), 아직 내적 언어로 내면화하지 못한 유

아들은 영석이의 사례처럼 혼잣말을 통해 머릿속에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유아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 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Miyake & 

Norman, 1979). 영석이는 실제로 시도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정

확하게 알지 못하는지 알았고, 이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낸 것이

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질문은 메타인지 능력을 신장

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

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활동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프로그래밍 활동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즉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언어에서는 유아가 안경명

령어를 통해 어떠한 조작을 하면 실행화면에 그 결과를 곧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유아와 컴퓨터가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언어의 특성은 유아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이 맞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게 만든다. 유아들은 안경명령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

하고,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개

념도, 실제 명령어로 표현을 해보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

고, 어느 부분을 알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새로운 안경명령어를 꺼내, 2번에 버스를 놓는다. 1번

에는 사람을 놓는다. 첫 번째 안경명령어 2번에 어쩌다 

길의 회색 블록이 놓여진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회색 

블록이 생긴다. 돌리기 버튼을 눌러 2번의 비행기를 돌

린다. 2번의 회색 블록을 정리한다.)

지훈 : 나 빙글빙글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앞으로 하고 싶은데.

교사 :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이가 2번의 비행기를 아래로 놓는다.)

교사 :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갈까?

지훈 : 아니 앞으로...

(관찰일지, 2018. 05. 18) 

지훈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위의 사례 이전에 지훈이는 비행기

가 뒤(왼쪽)로 움직이는 명령어를 만들었다. 비행기가 오른쪽

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명령어를 조작했으나, 아

래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훈이가 시도한 일련의 프

로그래밍은, 어떠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 명령어를 조작하는 

행동이 원하는 대로 표현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지훈이는 “잠깐만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관찰일지, 2018. 05. 18)라면서 오른쪽으로 버스를 가

게 만들기 위해 명령어를 조작한다. 컴퓨터는 유아의 조작에 

따른 결과물을 그대로 실행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유아는 프

로그래밍 작업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명령어에 대한 이해 정도

를 점검해볼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활동 과정에서는 또래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 

탐색도 용이하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Gavelek & Raphael, 

1985). 타인인 또래의 질문에 답변하고,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승준 : 선생님 자꾸 안 돌아가요. 이거 했는데.

교사 : 민준아, 너 돌아가게 할 수 있어?

민준 : 네.

교사 : 승준이 좀 도와줘.

민준 : 아니, 안경을 놓고 해야지.

승준 : 아참.

교사 : 그냥 움직이기만 하네. 빙글빙글 돌아가게 해줘.

(민준이가 돌리기 버튼을 눌러 돌아가게 한다.)

승준 : 자꾸 까먹는다.

(관찰일지, 2018. 05. 11)

 

승준이는 팽이가 돌아가는 표현을 만들지 못하여, 교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교사는 승준이의 질문을 민준이에게 전해주고, 

민준이는 승준이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수준을 

파악해보게 된다. 민준이는 승준이가 작업한 과정을 살펴보며, 

승준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작업한 과정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지 과정을 방문하며, 메타인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

민준이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전달하기 

위해 명령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명령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

신이 알고 있는 바를 승준이에게 설명하고 있다. 민준이의 답

변이 승준이의 질문을 해결하는데 적절했을 수도,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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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다. 민준이의 설명처럼 명령어를 놓아보면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준이의 ‘잠정적인 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곧바로 점검할 수 있다.

안경명령어는 유아의 인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수

단일 뿐 아니라, 인지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도 하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인지적인 작업이 일어나

는지 떠올리는 것은 추상적이며 쉽지 않다. 프로그래밍에서

는, 자신의 생각을 정해진 문법 규칙에 맞게 코드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의 과정이 명령어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명

령어는 생각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을 명

령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면 어느 부분에서 잘

못 생각을 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민준이는, 교사가 네모와 세모 블록으로 유치원을 구성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화면을 구성한다. 실행화

면을 살피다가, 명령어가 보이게 아래로 내린다. 네모 블

록 때문에 두 번째 안경명령어의 2번 버스가 아래로 내

려가 있다. 1번 버스를 위에 놓아 2번 버스와 똑같은 높

이로 놓는다. 버스가 뒤(왼쪽)로 이동하자, 1번 버스를 

왼쪽으로 움직여 2번과 똑같은 위치에 놓는다. 1번 버스

를 왼쪽으로 더 움직여 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만

든다. 손가락 버튼을 첫 번째 안경명령어의 1번에 손가

락 버튼을 놓는다.

(관찰일지, 2018. 05. 18)

민준이는 앞으로 움직이다가 누르면 멈추게 하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의도와는 다르게 버스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뒤로 움직이는 오류가 나타났다. 민준

이는 실행화면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명령어가 

보이는 화면으로 내려 명령어를 살펴본다. 스스로 ‘무엇이 틀

렸지?’, ‘왜 잘못된 거지?’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

각의 과정이 나타난 명령어를 보며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차원의 메타인지가 나타난 것이다.

다양하게 표현하기

프로그래밍언어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아는 다양한 경

험을 통합할 수 있다. 유아들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지식을 프로그래밍에 적용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지식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다른 요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상

자 안에서’ 생각하는 분과적이고 비통합적인 사고방식의 한계

에서 벗어나, ‘상자 밖에서’ 생각해야 한다(Douglas, 2006). 그 ‘상

자 밖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인지는 인지를 인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신

의 인지를 인지의 대상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 과

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 

작용(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2020)이 필

요하다.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살펴보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Koo, 2019). 

인지적 거리두기는 영역 내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역 외

부에서 인지과정과 특성을 바라보는 객관적 인식이다. 즉 메

타인지에는 자신의 인지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관계된다.

 

병찬 : 연수야 뭐 보내줄까?

교사 : 연수야 뭐 받고 싶어?

연수 : 마음대로.

병찬 : (빨간색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그 위에 분홍색으

로 동그라미를 색칠한다.)  분홍색 줄게.

<중략>

병찬 : (회색 창에 안경명령어를 놓고 1번에 분홍색 그림

을 놓으며) 황연수도 보낼 거니까. 위로 해야 돼.

(2번에 분홍색 그림을 위쪽에 놓는다. 실행화면에 그림

을 놓자 위로 올라간다.)

교사 : 연수야 이거 봐봐. 병찬이가 너한테 이거 준대. 네

가 좋아하는 분홍색.

(관찰일지, 2018. 06. 20)

Figure 4. Sending presents screen.

교사를 포함하여 5명이 동그랗게 앉아있는 상황이었다. 병

찬이의 앞에는 연수가, 병찬이의 양 옆에는 유아 2명이, 그리

고 병찬이의 오른쪽 대각선에는 교사가 앉아 있었다. 병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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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수가 좋아할만한 선물을 그리고 전달하기를 원하였다. 

그림을 그린 뒤 그림이 있는 태블릿 PC를 연수에게 전달할 수

도 있었지만, 병찬이는 명령어를 통해 전달하였다. 연수는 병

찬이의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병찬이는 안경명령어로 선

물이 위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선물이 위쪽으로 움직이

는 모습은 마치 병찬이의 앞쪽에 앉아있는 연수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표현이었다. 이후에 병찬이는 선물을 왼쪽, 오른쪽 등

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변에 있는 또래와 교사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병찬이는 이전부터 명령어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반복하였다. 안경명령어를 활용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임을 만

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병찬이는 안경명령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병찬이는 자신을 중심으로 또래와 

교사의 공간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수는 

병찬이의 앞에, 교사는 병찬이의 오른쪽 대각선에 있음을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명령어의 기본적인 원리와 공간적인 위치를 

연결시켜 병찬이는 프로그래밍언어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병찬이의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지식

과 다른 지식이 독창적으로 연합된 것이다. 병찬이의 내부에서 

두 영역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한 영역 내에서 사고해서는 안 

되고, 영역을 넘어서는 인지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인지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찬이는 스스로의 지식을 이

해하고 다루는 메타인지 능력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 : 이 사람이 방방 위에서 뛰고 싶다는 거야?

새봄 : 네.

교사 : 그럼 사람을 방방 위에 올려놓아야겠다.

(새봄이가 실행화면에 방방을 놓고, 그 위에 사람

을 놓는다.)

교사 : 새봄아 잘 생각해봐. 

방방이에서 사람이 뛰면 어떻게 움직여?

새봄 : 음... 방방... 뛰면 방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교사 : 그럼 방방 위에서 사람이 올라가게 표현해볼까?

(새봄이가 안경명령어 1번에 사람을 놓고, 2번에

는 사람을 위로 놓는다.)

교사 : 됐어?

새봄 : 아니 방방이... 이거... 사람이 어디 가는데요?

교사 : 사람이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간다. 그치?

교사 : 방방 다시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봄이가 2번에 있던 사람을 아래쪽으로 놓으려

고 하다가 정리한다.)

(관찰일지, 2018. 06. 11)

새봄이는 일상생활에서 방방에서 뛰었던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새봄이는 이미 안경명령어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안경명령어의 지식과 방방에서 놀

았던 경험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즉, 프로그래밍언어의 기

술적인 지식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움직임을 통합한 것이다. 

한 분야에 빠져 있으면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지적 거

리두기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시키는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민준이가 새로운 안경명령어를 꺼내고 1번 왼쪽에는 사

람을, 오른쪽에는 먹은 사과를 놓는다. 2번 왼쪽에는 사

람을, 오른쪽에는 동그란 사과를 놓는다. 누르기 버튼을 

명령어 1번에 있는 사람 위에 놓는다. 첫 번째 안경명령

어의 1번에도 누르기 버튼을 놓으려고 한다. 큰 화면으

로 사람을 눌러서 사과를 먹게 하고, 또 다시 눌러 사과

가 다시 동그란 사과로 되는 모습을 본다.

(관찰일지, 2018. 05. 11)

앞서 교사는 모든 유아들에게 사람이 사과 먹는 모습을 표

현하자고 제안하였다. 민준이는 사람이 사과 먹는 모습에서 

먹었던 사과가 다시 동그란 사과로 변하는 모습까지 추가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민준이가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사용한 지

식은 안경명령어를 통해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누르

기 버튼을 사용해 객체를 눌러야 모양이 변화된다는 것이었

다. 민준이는 이러한 지식을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과 먹는 모

습을 적절히 연결시켰다.

같은 주제로 다른 유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안경명령어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

준만 할 수 있는 유아는 사람의 입에 사과를 놓고, 안경명령어

로 사람과 사과를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표현

을 완성한다. 그러나 민준이는 안경명령어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양 변화하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다르

게 표현해내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한계가 제약이 아니라 자

유의 범위로 확장시켜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 중

에 나타난 유아의 메타인지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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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속에서 드러

나는 유아의 메타인지 능력을 확인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교

육의 교육적 가치를 탐구함으로써 프로그래밍언어 교육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에

서 자기 생각을 알아갔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

단하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이기도 하다. 프

로그래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이 무엇을 표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

켜나갔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생각을 명령어의 문법 규칙에 

따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들은 머릿속에 두루뭉술하게 

떠다니는 생각을 더 정교화, 구체화시켜야 했다. 또한 유아들

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

신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스스로 만들어 수행해나

갔다. 유아는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

는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하는 과정

에서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리터러시로서의 프로그래밍 특성을 고

찰한 연구와 리터러시와 메타인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와 

연관이 될 수 있다. 리터러시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

하며,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프로그래밍 작

업은 새로운 방식의 읽고 쓰는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Bers, 

2017; diSessa, 2001). 글쓰기 작품은 자신의 사고를 반영한 것

이며,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메

타인지가 활성화된다(Hacker, Keener, & Kircher, 2009). 일반적

인 글쓰기 과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무언가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알아가는 메타인지가 나타

나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가 드러

난다는 연구(Papert, 1993)와도 연결된다.

둘째, 유아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에

서 자기 생각을 점검했다. 유아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점검하는 방법은 질문하기이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

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프로그래밍 활동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즉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보다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는  조작에 따른 

결과물을 그대로 실행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유아는 프로그

래밍작업에서 보다 즉각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령어에 대한 이

해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잠정적인 답을 얻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활성화하게 되

고, 생각의 과정이 시각적인 결과물로 즉시 나타나는 과정과 

시행착오를 통해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넓은 메타

인지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다.

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유아들이 메타인지를 드러냈다는 

연구들(Kei, 2013; Kim & Park, 2007; H. D. Lee, 2005)을 지지

하고 있다. 프로그래밍은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동시에 문제해결의 사고과정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이

다(C. H. Lee, 2017). 이러한 프로그래밍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해보는 메타인지가 더

욱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의 메

타인지 능력은 자신의 인지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문제해

결 과정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나은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own, 1980).

셋째,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유아

는 이전의 경험, 알고 있는 개념과 지식을 다양하게 표현하였

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지식을 프로그래밍언어를 통해 표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므로, 이를 위

해서는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메타인지는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객관적 인식

(Koo, 2019)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인지적 거리를 두는 메타

인지를 통해 프로그래밍언어의 기술적인 지식과 일상생활에

서 경험한 것, 지식 등을 통합하였다. 유아들은 서로 다른 분야

를 연결시켜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인지구조의 통합과 재구성이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연구(Mumford & Gustafson, 1988)와 연결된다. 

이는 자신의 인지 영역을 결합하며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메타인지 행동이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

육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유아의 메타인지 행동 양상을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지닌다. 첫째, 유아들이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

트웨어교육 중에 메타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질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들은 자신

의 동기, 생각, 의도, 능력을 파악하며 어떤 프로그래밍 활동을 

할 것인지 선택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였다. 또한 자신의 인지

적 거리두기를 통해 일상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

한 표현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에게도 메타인

지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과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

웨어교육이 유아의 메타인지 경험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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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심도 있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프로그래밍언어를 활

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들이 주도하는 활동 상황에서 메타인지 행동 양상

이 나타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선택

한 활동 속에서 메타인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교사 주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나 프로그래밍 활

동을 통한 능동적 학습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프로그

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데 보탬이 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래밍언어 활동을 실행하며 유아의 메

타인지 행동 양상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프로

그래밍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이 유아의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성

의 범위가 넓으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래밍언어를 활

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놀이 

상황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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