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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컴퓨터 활용 쓰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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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
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아의 쓰기 활동에 ‘컴퓨터
활용’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획순과 문장 구성 체계를 알 수 있다.
둘째, 즉각적인 자기 교정이 가능하다.
셋째, 유아의 쓰기를 촉진하고 쓰기에 대해 동기화 시킬 수 있다.
넷째,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시각적 변별력과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여섯째,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일곱째, 저장과 출력이 가능하다.
여덟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다.
아홉째, 전자우편, 웹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구체적 적용은 컴퓨터 활용 쓰기 이전 활동, 컴퓨터 활용 쓰기 활동, 컴퓨터 활
용 쓰기 이후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각기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친
해지기, 2단계는 프로그램(글)과 친해지기, 3단계는 긁적거리기, 입력하기, 4단계는 편집 및 디지털
화하기, 5단계는 웹 활용 및 사이버 인성 갖추기, 6단계는 창의적 확장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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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유아기부터 언어 사용의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유아들에게 사회적 삶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받
아들일 줄 아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의 큰 이유 하나가 언어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크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모두 상호연결되어져 있다.
특히, 쓰기는 기초학습능력의 한 영역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부모와 교사가
쓰기 지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쓰기는 말하기, 듣기의 구어적인 언어를 문어, 즉 텍스트
화 하여 하나의 상징적 체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 사회에서는 구어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많은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있다. 읽기가 단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
받는 입장이라면 ‘쓰기’는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의 간판, TV 광고, 우편물, 게시물, 광고 전단지, 책, 컴퓨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자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쓰기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유아의 ‘쓰기’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어왔다. 1920년대에는 성숙주의의 영향으로 유
아가 쓰기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준비도의 개념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
다. 1960년대 이후에는 행동주의의 영향으로 유아들에게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며, 잘 조직되고 체계화된 경험의 제공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는 절충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쓰기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유아가 문어적 환경에 얼마나 밀접하게 노출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Teale &
Sulzby, 1986). Vygotsky(1978)는 쓰기 발달은 영아 때부터 행동, 몸짓, 말하기, 놀이, 그리기 등의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고 종이에 알 수 없는 표시를 하기 시작하며, 점차 적절한 표상을 획득함으
로써 쓰기 언어가 시작된다고 한다. Clay(1975)에 의하면 유아들은 형식적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종이에 연필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려고 시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기에 있어 쓰기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된 적절한 쓰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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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글자를 접하고 있으며 글자가 다양한 목적
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글자의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스스
로 쓰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나게 되고 실제 초보적 수준에서 쓰기에 접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
부, 2008). 쓰기는 현행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
역의 하위 내용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기의 내용은 ‘쓰기에 관심 가
지기’와 ‘쓰기 도구 사용하기’이다.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말을 글로 나타내는 쓰기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알며, 자신의 이름
이나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보는 경험을 하고, 자신의 느낌, 생각과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
태나 글자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쓰기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쓰기
에 관심 가지기’는 단지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자신의 하는 말과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그림이나 긁적거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면서, 자신의 상징이며 가장 익숙한 자신의 이
름을 써 보면서 글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며 자신의 상징인
자신의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쓰기도구 사용하기’는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이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에서는 유아들에게 쓰기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올
바른 쓰기를 하게하며, 이를 위해 성인이 올바른 쓰기의 모범을 보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Vygotsky(1978)는 유아의 쓰기는 근접발달영역에서 발달된다고 주장하였다. 쓰기는 개인의 인지
적 활동이면서 일종의 사회적 행위이며, 유아가 쓰기라는 사회 공동의 인습을 학습하기 위해 지
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곧 개인적,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구성물이기도 하다.
유아는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 전에 스스로의 발견의 과정에 의해 쓰기를 배워 나간다. 그 학습과
정은 본질적으로 자기 동기적이고 자기 지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Morrow, 1997).
이러한 입장에서 유아의 쓰기 활동에 ‘컴퓨터 활용’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별칭이 붙여
질 정도로 이제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있다. 유아에게 연필, 색연필, 분필,
크레파스처럼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중의 하나로 컴퓨터 또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교육은 유아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개별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수준과 학습
경험, 학습 환경에 따라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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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적 수단의 하나가 학교 교육에서 컴퓨터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는 개인의 능력과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별화 수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김옥희, 2003).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활용 쓰기’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을 유아들도 선호하고 있으며, 쓰기 과정의 증진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융통성 있는 도구로 제안되어지고 있다(Phenix & Hannan, 1984; Storeygard et al., 1993)
고 한다. 워드프로세서는 쓰고 교정하기의 복잡한 인지과정과 쉬운 글을 정확히 생산해 내는 것,
계획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
다(Cochran & Bull, 1991; MacArthur, 1996; Maisterek, 1990; Michael, 1989; Storeygard et al.,
1993)고 한다.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도입 초기의 부정적 반응을 불식하고, 최근 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활용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경
철, 박혜영, 2007; 김진화, 2007; 손현주, 2008; 조아영, 2006; ), 유아 컴퓨터 리터러시에 대한 연
구(김해림, 2007), 가정과 연계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연구(강금식, 2006; 김유진, 2010; 이선혜,
2007; 차금주, 2006), 컴퓨터 활용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준모, 2007; 조
정희, 2008; 정미숙, 2009), 유아의 컴퓨터 과몰입에 관한 연구(유구종, 조희정, 2007; 정아란, 엄
기영, 2006), 교사의 컴퓨터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박은미, 2007; 박은미, 한성택, 2007), 유아를
위한 컴퓨터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문정훈, 2006; 유구종, 2006; 정상녀, 2007)등이 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쓰기와 관련한 연구는 유아 영어문자지도에 대한 연구(손은정, 2006),
문해 출현의 관점에서 컴퓨터로 쓰기에 관한 연구(김영실, 1999), 유아용 문서작성기의 초등학교
저학년 워드프로세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오봉석, 2008), 컴퓨터를 활용한 협력적 쓰기 활
동에 대한 연구(오세경,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컴퓨터 활용
‘쓰기’활동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유아 문자지도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유아
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자를 벗어나서는 살아 갈 수가
없기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아에게 강압과 훈련, 연습을 통해 문자를 익히게 해서도 안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쓰기’활동을 위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컴퓨터 활용 쓰기’의 방
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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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컴퓨터 활용 쓰기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Ⅱ.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교육적 효과
1. 컴퓨터 활용 쓰기의 의의
교육 분야에서 컴퓨터 테크놀러지의 사용은 1970년대 말 마이크로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컴퓨터 하드웨어와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의 급격한 발전
으로 말미암아 컴퓨터는 교육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교수․학습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멀티미디
어와 인터넷 환경의 양적, 질적 발전은 교수 매체를 더욱 다변화시켰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얼
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에 도입시키느냐는 효과적인 교육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김옥희, 2003).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가 일상생활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면서 문해의 개념에 전자적 읽
기, 쓰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Reinking, 1994), 인쇄된 글자가 읽고 쓰는 능
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과정도 문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영실, 함은숙, 김용림, 2003,
유구종, 정봉숙, 2004에서 재인용). Rowland와 Satt(1992)는 컴퓨터가 유아들의 초기 문해 경험을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며, 유아들을 위한 문해 환경 조성에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iazza와 Riggs(1984)에 따르면 컴퓨터는 유아들이 언어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 하였다. 그는 컴퓨터를 통한 언어놀이는 유아들이 직접 글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 내고 글자 간에 연결하여 새로운 글자를 조합해 내고 컴퓨터로 제시된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재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Raphael과 Englent(1990)의 연구에
서는 유아들에게 컴퓨터 놀이를 통해서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늘 쓴 것을 내일
다시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을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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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구종, 정봉숙, 2004에서 재인용).
유아들의 쓰기는 모든 상징 매체에 대한 발달 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처럼 일종의
탐색활동이다(Dyson, 1982). 처음에 유아는 상징하려는 의도 없이 다양한 매체로 탐색한다
(Walker, 1992). 긁적거리기는 연필로 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 있으며, 쓰기 발달에서 긁적거리기
는 옹알이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ilson,
1986). 바람직한 유아 쓰기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쓰기 도구에 친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교육
과학기술부, 2008). 이에 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외에 다양한 쓰기 도구의 하나로 ‘컴퓨터’를 들
수 있다. 컴퓨터는 단지 쓰기 도구만이 아니라 오늘날 멀티미디어 시대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
는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
는 컴퓨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컴퓨터 활용 쓰기’에 대해 초기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더 이상 특별한 도구가 아니며, 이미 생활 속에서 유아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야 할 하나
의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컴퓨터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읽기와 쓰기를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김영실, 1999; Guddemi & Mills, 1991; Hoot & Silvern, 1988; Pheix & Hannan, 1984). 쓰기를
위한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을 유아들도 선호하고 있으며, 쓰기 과정의 증진을 도울 수 있는 하나
의 융통성 있는 도구로 제안되어지고 있다(Phenix & Hannan, 1984; Storeygard et al., 1993)고 한
다. 워드프로세서는 쓰고 교정하기의 복잡한 인지과정과 쉬운 글을 정확히 생산해 내는 것, 계획
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Cochran & Bull, 1991; MacArthur, 1996; Maisterek, 1990; Michael, 1989; Storeygard et al., 1993)
고 한다.
쓰기는 유아들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쓰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아의 자발적인 쓰기 욕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
는 환경이 제공되어져야 하며, 긁적거리기와 같은 초기 쓰기 형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
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유아의 자발적인 쓰기 욕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컴
퓨터는 매우 우수한 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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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교육적 효과
가장 단순한 쓰기 도구로서의 워드프로세서는 편지, 보고서 과제물, 서류 등의 제반 문서를 작
성, 수정,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그 기능면에서 사람이 연필이나 타자
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만드는 것에 비해 매우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문서 작성 위주의 텍스트 입력환경이다. 글을 작성하고 작성한 글의
편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 삽입, 하이퍼링크, 프레젠테이션 기능 등으로 단순한 텍스
트 위주의 문서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그림, 소리 등 다른 입력 개체들과 결
합하여 생일 축하 편지 적기, 이름 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로 통합적으론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유아들의 호기심 형성과 쓰기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고려해 볼 때, 멀티미디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교육적 접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Morocco와 Newman(1986)에 의하면, 워
드프로세서는 뛰어난 산출 능력과 교정 능력을 지닌 도구이며 쓰기 표현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
는 잠재력을 지닌 유용한 쓰기도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워드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쓰기’를 했을 때 교육
적 장점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확한 획순과 문장 구성 체계를 알 수 있다. 타인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려면, 문장에
대한 개념과 자․모음 구성 원리와 같은 관습적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Koralek, 2007). 정확한
획순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글자가 형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지수’라는 유아가 자신
이 이름을 적을 때, 글자의 좌우를 혼동하여 ‘10지수’라고 적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지수’가 되어 획수에 대한 오류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
해 자연스럽게 정확한 획수를 인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장 구성 체계를 알 수 있다. 키보드로
글을 입력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되는 문장 구성 체계를 익힐 수 있게 된다.
둘째, 즉각적인 자기 교정이 가능하다. 컴퓨터는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므로
자기 교정이 가능하다. 교사나 부모 즉, 타인에 의해 오류가 발견되어 지적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쓰기에 대해 부담과 위축감을 가질 수 있으나, 글에는 맞춤법 기능이 있다. 맞춤법이 맞
지 않으면 빨간 밑줄이 그어지게 된다. 이 또한 즉각적인 오류 발견으로 자기 교정적 수정을 가
능하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오류에 대해 간단한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쓰기에는
교정적 작업이 따르게 된다. 워드프로세서 사용은 수정에 대해 부담이 적다. 즉각적인 오류 발견
및 손쉬운 수정은 연필 등의 필기류로 쓰는 것 보다 잘못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지게 된
다. 이를 통해 쓰기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셋째, 유아의 쓰기를 촉진하고 쓰기에 대해 동기화 시킬 수 있다. 쓰기에 흥미를 가지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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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부여한다. 컴퓨터 활용 쓰기는 유아들에게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이 쓴 글이 지우개 자국 없이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깔끔하게 출력되어지는 경험은 유
아들에게 쓰기에 대해 자부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르지 않은 글씨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또한 반듯하게 표현할 수 있다. MacArthur(1996)에 의하면 유아는 전
문가처럼 보이는 인쇄된 자신의 글을 보면서 동기화 될 수 있다고 한다. 글을 잘 적지 못하는 유
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넷째,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키보드의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문자를 구성하면서 모니
터에 제시되어지는 글자를 보면서 단어를 조합해 가면서 어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시각적 변별력과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쓰기는 언어와 사고 뿐 아니라
눈의 손의 지각력과 같이 운동기술과 연결된 복잡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지필로 쓰는 경우 유
아들은 눈과 손 간의 협응 기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쓰기에서 쉽게 좌절한다(Chang &
Osguthorpe, 1990, 김영실, 함은숙, 김용림, 2003에서 재인용)고 한다. 그러나, 키보드에서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는 활동과 마우스 사용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고 시지각력을 향상 시킬 수 있
으며, 소근육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
여섯째,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쓰기의 궁극적 목적은 타인이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다. 글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삽입한다면 더욱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기존 배경(템플릿)등을 사용하여 문서를 예쁘고 쉽게 꾸밀 수 있다. 텍스트 뿐
아니라 그림 등을 삽입하여 생일축하카드, 편지 쓰기, 이름 카드 만들기 등 손쉽게 멋진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일곱째, 저장과 출력이 가능하다. 저장을 통해 지속적인 쓰기와 수정이 가능하며, 깔끔하게 여
러 장을 출력할 수 있다. 출력한 문서 또한 이름카드 만들기, 생일 카드 꾸미기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여덟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 한다. 키보드로 글을 입력하여 쓰기 위해
서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활용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컴퓨터 활용 쓰기는 자연스럽게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기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아홉째, 전자우편, 웹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쓰기의 산출물은 출력 뿐 아니라,
e-mail, 웹 게시 등으로 원거리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글을 보낼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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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컴퓨터 활용 쓰기’의 방안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컴퓨터 활용 쓰기’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소프트
웨어의 제공이 중요하다. 워드프로세서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MicroSoft사의 ‘MS Word’ 프로
그램과 한글과컴퓨터의 ‘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컴퓨터 활용 쓰기’
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워드프로세서인 ‘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유아에게 적합한 ‘컴퓨터 활용 쓰기’를 위해 <표 1>과 같이 컴퓨터 활용 쓰기 이전 활동, 컴퓨
터 활용 쓰기 활동, 컴퓨터 활용 쓰기 이후 활동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 컴퓨터 활용 쓰기의 단계
컴퓨터 활용 쓰기 이전 활동
컴퓨터 활용 쓰기 활동
컴퓨터 활용 쓰기 이후 활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친해지기
프로그램(글)과 친해지기
긁적거리기, 입력하기
편집 및 디지털화하기
웹 활용 및 사이버 인성 갖추기
창의적 확장 활동

1. 컴퓨터 활용 쓰기 이전 활동
1) 1단계 :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친해지기
컴퓨터를 활용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은 ‘컴퓨터 활용 쓰기’의 기초 단계이다. 하지만 컴퓨터는
‘컴퓨터 활용 쓰기’의 도구일 뿐, 그 자체의 활용이 유아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에 관한 소양 즉, 컴퓨터 자체에 관한 교육과 컴퓨터 활용 교육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아들에게 컴퓨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소양보다는 활용 쪽으로 접근하
여 유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양을 익힐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
(1) 명칭 알기
유아들에게 새로운 사물을 소개할 때, 이름카드를 부착하거나, 교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따라 하게 하는 등으로 명칭을 알려 주듯이 컴퓨터와 관련된 주변 기기에 대한 명칭도 다른 사물
을 소개할 때와 같이 반복해서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명칭을 억지로 알게 하기 보다는 교
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모니터 전원 등으로 정확한 명칭을 부르면
서 사용한다면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컴퓨터 주변 기기의 명칭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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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 기기와 놀기
유아교육에서 교육 방법은 놀이를 통해서이다. 놀이가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성인이나 또래 친
구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유아가 관찰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교사가 컴퓨터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문제없이 사용한다면 유아 또한 컴퓨터와 주변 기기에 대해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교사
는 유아가 컴퓨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탐색, 경험해 보게 한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
드와 마우스 외에 태블릿, 조이스틱 등을 준비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2단계 : 프로그램(글)과 친해지기
컴퓨터 활용 쓰기를 위해서는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글은 유아들이 사
용하기에 편리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
다.
(1) 프로그램 불러오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불러 올 수 있어야 한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아이
콘 등을 통해 유아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 메뉴 탐색하기
글 프로그램은 글자의 모양과 크기, 색깔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구성되어 있
다. 이들을 탐색하면서 태블릿으로 그려보기, 키보드로 입력, 엔터, 그림 삽입 등 형식에 얽매이
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탐색해 볼 수 있게 한다.

2. 컴퓨터 활용 쓰기 활동
1) 3단계 : 긁적거리기, 입력하기
쓰기는 쉬운 것부터 자신과 관련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 형제자매
이름, 부모님 이름,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 봉지의 글자 등을 따라 입력해 보게 한다. 교사는 쓰기
활동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유아가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쉽게 쓸 수 있
도록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1) 태블릿으로 긁적거리기
태블릿(table)은 마우스의 역할을 하는 도구로 연필처럼 생긴 펜과 마우스 패드처럼 납작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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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 키보드의 자음과 모음입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에게는 태블릿을 제공하여, 연필로 적듯이 글자
를 그려 보게 한다. 연필로 종이에 글을 적는 지필 연습과 같이 컴퓨터상에서도 긁적거리기, 그
리기, 쓰기가 가능하다.
(2) 키보드로 입력하기
자음과 모음의 입력, 스페이스 바, 엔터 등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의도한 글자가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자음과 모음의 입력 순서에 따라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입
력한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 엔터를 통해 다음 줄로 넘어 가는 것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커서의 위치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4단계 : 편집 및 디지털화하기
유아는 자신이 입력한 글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에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를 편
집, 저장, 수정 및 출력하는 것은 모니터 상의 작품을 현실로 실현 시킬 수 있는 성취물이 될 수
있다.
(1) 편집하기
입력된 글자의 형태, 폰트, 색깔 등 입력된 글자의 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반듯한 필체로 쓰지 못하는 유아도 궁서체, 신명조 등 반듯한 글씨체를 구성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검정색 뿐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등의 다양한 색깔의 글
씨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글자 폰트도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
(2) 디지털화하기
입력한 글자는 저장을 통해 디지털화 할 수 있다. 디지털화하기 단계를 거쳐 이후 수정․보완
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열어 볼 수 있다. 지필로 쓴 글은 한 번에 한 장, 또한 수정이
어렵지만, 컴퓨터 활용 쓰기는 저장하여 불러내고, 수정․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프
린터로 여러 장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여러 장을 손쉽게 출력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입력한 글자를 저장하여 차후 편집과 수정이 가능하며,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아들
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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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 활용 쓰기 이후 활동
일반적으로 앞의 4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미래 사회에 대
비한 디지털 리터러시 형성, 창의적 활용 등을 위해 컴퓨터 활용 쓰기의 확장 활동으로 컴퓨터
활용 쓰기 이후 활동을 진행한다.

1) 5단계 : 웹 활용
일반적으로 컴퓨터 활용은 유아의 사회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e-mail
보내기, 댓글 달기 등을 통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웹 활용 시 교사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의 위험과 그에 대해 갖추어야 할 예절과 인성,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1) e-mail 보내기
유아가 쓴 글 혹은 그림은 e-mail을 통해 부모 혹은 교사,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를 위
해 교사는 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e-mail 계정을 만들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e-mail 보내기
를 통해 의사전달을 하게 한다. 이때, 로그인, 파일 첨부 등 e-mail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
에게는 조력 활동이 필요하다.
(2) 사이버 인성 갖추기
현실공간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이 갖는 특수성으로 유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넘나들 수도 있지만, 웹상의 내용이 유아들에게 교육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21세기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사이버공간을 도외시 시킬 수도 없
다. 현실공간에서도 모든 나쁜 요소를 제거할 수 없듯이 유아들에게 조심을 시킨다. 사이버 공간
에서도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는 5단계에서 특히 이를 신경 써야 한다.
5단계에서 유아는 e-mail 혹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 웹을 통해 서로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피
드백을 줄 수 있다. ‘댓글’은 교사 혹은 유아의 부모가 입력할 수도 있고, 또래 유아가 제공할 수
도 있다. 또래 유아들은 친구의 글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친구의 댓글을 본
유아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댓글을 통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래의 관심과 흥미
를 공유함으로써 또래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기대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컴퓨터 관련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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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단계 : 창의적 확장 활동
자신이 쓴 글에 그림 등을 함께 꾸밀 수도 있고, 이를 출력하여 생일 축하 카드, 편지 쓰기,
이름카드 만들기, 역할놀이 소품 등도 꾸밀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가위, 풀, 테이프 등의 여러
작업 준비물을 함께 준비해 주어야 한다. 창의적 확장 활동 단계에서는 컴퓨터 활용 쓰기가 구애
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매 단계에서 유아가 자신의 쓰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해야 하지
만, 특히 6단계에서는 사회적 의사전달을 넘어,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Ⅳ. 결론
한 개인이 출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크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쓰기는 현
행 국가수준의『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의 하위 내용으로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기의 하위 내용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쓰기 도구 사용하기’이
다.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아의 쓰기
활동에 ‘컴퓨터 활용’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가 일상생활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면서 문해의 개념에 전자적 읽
기, 쓰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Reinking, 1994), 인쇄된 글자가 읽고 쓰는 능
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과정도 문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영실, 함은숙, 김용림, 2003,
유구종, 정봉숙, 2004에서 재인용).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획순과 문장 구성 체계를 알 수 있다. 타인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려면, 문장에
대한 개념과 자․모음 구성 원리와 같은 관습적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Koralek, 2007). 자연스
럽게 정확한 획수를 인식하게 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되는 문장 구성 체계를 익힐 수 있
게 된다.
둘째, 즉각적인 자기 교정이 가능하다. 즉각적인 오류 발견 및 손쉬운 수정은 잘못 쓰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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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담을 적게 가지게 되고 쓰기활동에 대해 책임감과 성취감,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셋째, 유아의 쓰기를 촉진하고 쓰기에 대해 동기화 시킬 수 있다. 쓰기에 흥미를 가지게 하며,
동기를 부여한다.
넷째,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키보드의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문자를 구성하면서 모니
터에 제시되어지는 글자를 보면서 단어를 조합해 가면서 어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시각적 변별력과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키보드에서 자음과 모음을 입
력하는 활동과 마우스 사용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고 시지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소근
육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
여섯째,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 수 있다. 그림을 삽입 등을 통하여 생일축하카드, 편지 쓰기, 이
름 카드 만들기 등 손쉽게 멋진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일곱째, 저장과 출력이 가능하다. 저장을 통해 지속적인 쓰기와 수정이 가능하며, 깔끔하게 여
러 장을 출력할 수 있다.
여덟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 한다. 키보드로 글을 입력하여 쓰기 위해
서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활용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아홉째, 전자우편, 웹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쓰기의 산출물은 출력 뿐 아니라,
e-mail, 웹 게시 등으로 원거리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글을 보낼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컴퓨터 활용 쓰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활용 쓰기의 구체적 적용은 컴퓨터 활용 쓰기 이전 활동, 컴퓨터 활용 쓰기 활동,
컴퓨터 활용 쓰기 이후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각 두 단계로 구분하면, 1단계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친해지기, 2단계는 프로그램(글)과 친해지기, 3단계는 긁적거리기, 입력하기, 4
단계는 편집 및 디지털화하기, 5단계는 웹 활용 및 사이버 인성 갖추기, 6단계는 창의적 확장 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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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Young Children's ‘Writing Using Computer’
Ha, Soo-Yeun
(Jang-an University)

In Nuri Curriculum's domain of communication for five-year-old, the goal of writing is that
young children know the relation between words and letters and have interest in expressing their
thought, feeling, and experience with words and sentences. In multimedia age, young children
meet written language by computer naturally everyday. Nowadays, computer becomes familiar
tool for children to write.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 requirement of this times. For these
reasons, I devised the methods of application in 'writing using computer' for young children.
The methods of application in 'writing using computer' are composed of three steps;

a

previous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a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and a post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And every steps contain two sub-activity.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contains 6 steps; - step1 and 2 are involved in previous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step3
and 4 in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and step 5 and 6 in post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 becoming familiar with computer and peripherals(step1), becoming familiar with word
processor(step2), scribbling and typing(step3), editing and digitizing letters by typing(step4),
utilizing web and having good cyber personality(step5), and doing creative activity of
expansion(step6).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writing activity using computer' are as follows;
1. be able to understand correct stroke ordering and the structure of sentences.
2. be able to correct words for themselves immediately.
3. be able to facilitate and motivate writing.
4. be able to improve vocabulary.
5. be able to improve ability of visual discrimination and body regulation.
6. be able to make good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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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e able to save and print the sentences.
8. be able to get computer literacy.
9. be able to use e-mail and web publishing.

Key words: Nuri Curriculum, Communication, writing, writing using a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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