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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알고리즘 교육을 하여 교육용 로그래  언어인 스크래치를 

이용하 다. 스크래치는 그래픽 기반의 로그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처음 로그램을 
하는 등학생의 경우 배우기과 용이하고, 즉각 인 로그래  결과 확인은 학생들의 흥미를 
붙잡아  수 있는 매력 인 요소이다. 따라서 스크래치를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 자료 개발은 
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스크래치를 이용하 기 때문에 Bloom이 주창한 완 학습을 기 할 수 

있다. 한 수 별로 제시된 학습지는 교육의 수월성을 제공해  것이며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의 신장은 학생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학습내용을 익히는데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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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used Scratch,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to teach 

algorithm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ratch provides a graphical 

programming interface, so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learn easily and 

immediately check the results of programming that can hold students' interest. 

Therefor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 from Scratch using the algorithm can 

look forward to the Bloom's Mastery Learning. Also worksheets by level will give 

us excellence in education, growth of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creativity 

will be a great asset for student's future learning.

1.  서론

1. 1 연 구의 필요성  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는 정보화 사

회로 환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가

장 유용한 자원이며 그로 인해 분석되어지고 

가공된 정보가 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교육 장에서도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할 

수 있는 고등 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알

고리즘교육은 요성이 커지고 있다.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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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의미

명확성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연산들은 분명하

고 확실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즘 교육은 학습자의 논리  사고력, 문제해결

력, 창의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 향상을 

해 꼭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문계 고등

학교 는 학교육에서 제한 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등학교 단계에서부터의 체

계 인 알고리즘 교육의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어린 학습자를 상으로 한 로그래  

교육 방법에 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한 안으로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활용을 극 권장하고 있

다. [1]

  국내의 경우 2007년 개정된 ‘ ․ 등학

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 지침’에서 ‘정보처

리의 이해’ 역을 통해 등학교 1학년부터 

알고리즘과 로그래  학습에 한 내용을 

체계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2] 

등학교 알고리즘과 로그래  교육에서

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이나 소리

와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사용하여 학습자

가 알고리즘과 로그래 을 할 수 있고, 

쉽게 구조화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 까지의 알고리즘 교육을 하

여 사용한 부분의 언어는 문법과 구조를 

인지하고 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데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학습자들로 하

여  로그래  학습을 기피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

하기 해 다양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

(EPL: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가 개발되어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이 에서 

스크래치 로그래  언어는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쉬우며, 텍스트 심이 아닌 타일 그

래픽 방식의 직 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다. 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림과 소리,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인 

요소를 넣은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

문에 나이가 어린 학습자에게 로그래 의 

기 를 가르치는데 매우 합하다. 국내에서

는 아직 등학생을 한 스크래치 로그래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학생의 로그래  교육을 해서 학습자

에게 합한 교육 자료와 교육 연구가 필요

하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아동이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 로그램을 통한 등학생 상 알

고리즘 교육 자료를 개발해보았다.

 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알고리

즘 교육 자료를 등학생들이 학습함으로써 

교육  효과와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들의 인지 구조와 수 에 

맞는 알고리즘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재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의 교육 

방법에 해 살펴보고 문제  고찰을 통해 

효과 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선정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

법을 토 로 게임 요소를 가미한 알고리즘 

기반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넷째, 개발한 교육 자료를 실제 교육 장

에 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2. 1 알고리즘의 의미

알고리즘(Algorithm)은 어떤 값이나 값의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다른 값이나 값의 

집합을 출력하는 잘 정의된 계산 차를 말한

다[4]. 컴퓨터에서의 알고리즘은 유한한 자원

을 가지고 조건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5].

<표 1> 알고리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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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주어진 문제를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출력

문제를 해결할 때 주어지는 자료를 입

력으로 정의하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1개 이상의 출력이 있어야 한

다.

유한성
알고리즘에서 수행되는 연산은 유한번

의 수행 후에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2. 2 알고리즘의 교육  가치

Usiskin(1999)은 알고리즘의 교육  가치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6].

첫째, 알고리즘은 강력하다. 알고리즘은 특

정 문제 해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

반화 시켜 특정 종류의 문제 해결에 용할 

수 있다.

둘째, 알고리즘은 신뢰할 수 있다. 알고리즘

의 일련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연산을 신뢰할 

수 있다면 수행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고 일

반화 역시 가능하다.

셋째, 알고리즘은 정확하다. 일련의 과정과 

결과로 도출되는 값은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정확하다.

넷째, 알고리즘은 신속하다. 좋은 알고리즘

은 일련의 과정이 간소하고 직 으로 처리되

어서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다.

다섯째, 알고리즘은 기록을 제공한다.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문자화되거나 도

형화된 알고리즘을 기록함으로써 세부 인 

단계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다 간소화된 

차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알고리즘은 정신  표상을 제공한

다. 기록되어진 알고리즘을 통해 연필과 종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일련

의 과정을 연상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일곱째, 알고리즘은 유익하다.

여덟째,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사용

될 수 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

안된 알고리즘은 다른 문제 해결의 일부분으

로 사용될 수 있다.

아홉째, 알고리즘은 학습 상이 된다. 문

제 해결을 한 과정이 알고리즘일 수 있지만, 

알고리즘의 종류, 특징, 효율성 등이 학습의 

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의 교육  가치를 고려

한다면 교사는 알고리즘을 가르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일련의 

과정을 직  설계하고 오류 분석  수정 과정

을 통해 논리 인 사고 능력과 창의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

2. 3 교육용 로그래  언어(EP L )

기존의 로그래  교육은 학습하기 어렵

고, 기 인 이론 부분의 이식을 학습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단 을 갖

고 있다. 한 로그래  교육은 단순히 올

림피아드 회 비 등 일부 학생들에게만 

요구되는, 흥미보다 수동 이고 의무 인 교

육이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로그래  교

육이 갖고 있는 교육  가치가 외면 받게 되

었다. 따라서 로그래  교육이 갖는 장 을 

살리기 해 쉽게 배우며,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해 흥미와 심을 불러일으키는 EPL이 

등장하게 되었다.

2. 3. 1 로고(L O G O )

로고는 1960년  후반 MIT 학의 인공지

능 실험실에서 Seymour Papert와 그의 연구

에 의해서 개발된 교육용 로그래  언어

이다. Papert는 로고 로그래 을 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쉬운 부분들로 분해하

는 략, 수단-목표 분석, 문제해결 방법이 

더욱 세련되도록 하는 오류 수정

(Debugging), 오류에 한 정 인 태도, 소

규모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등 문제 해결을 

한 강력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7]. 로고에서의 차는 로그래  과정

을 단계 , 구조 으로 실행하도록 도우며, 

하 차(sub- procedure)는 상 차

(super-procedure) 속에 다시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각 차는 그 자체 으로 검정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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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를 통해서 학생들

은 문제 해결을 단순한 과 에서 시작하여 

체 인 통합 과정을 분석 으로 쉽게 이끌

어 갈 수 있다[8].

2. 3. 2 두리틀

객체지향형 언어인 두리틀은 학생들이 가

상의 거북이와 화하는 활동으로 

Kanemune가 개발하 다. 두리틀의 장 은 

한 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작성하므로 

로그램의 형식보다 학습내용에 집 할 수 있

다. 한 객체지향 로그래  언어에서 사용

되는 클래스 방식이 아닌 객체를 복사함으로

써 원래객체 성질을 계승하는 로토타입 방

식으로 개념 이해가 쉬워서 교육용으로 합

하다. 그리고 텍스트 표 에 기 하여 소스 

코드를 작성하므로 그래픽 로그래 처럼 

시각  효과만의 강조를 지양하고 로그래

 활동을 통한 기본 인 계산기 원리를 배

울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컴

퓨터의 동작 원리를 로그래  과정 체험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다. 한 약어가 없으

며, 변수 타입과 선언이 필요하지 않고, 고도

의 개념(포인터, 스택, 클래스 등)을 이해하지 

않아도 로그래 을 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결하여 오류 수정이 용이하다. 메소드

(method)를 정의할 때도 입과 블록을 이용

하여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11]. 

2. 3. 3 스크래치(S cr a t ch )

스크래치는 2007년 MIT 학의 미디어랩

과 UCLA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

운 교육용 로그래  언어이다. 스크래치는 

블록을 이용해 화방식의 이야기, 게임, 에

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웹에서 창작

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픽, 사

진, 음악, 사운드를 조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스크래치가 다른 로그래  언어와 구별

되는 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첫째, 블록쌓기 로그래  방식

로그램의 각 수행 단계를 직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된 블록들

을 원하는 순서 로 가져다가 쌓기만 하면 

된다. 한 스크래치의 각 블록이 문법 으로 

오류가 엇어야만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구문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그램 코딩 시 오류를 일 수 있으며 블

록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구나 

쉽게 원하는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미디어 조작 기능

그래픽, 애니메이션, 소리, 음악과 같은 다

양한 미디어들을 서로 혼합하고 제어하기 

한 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셋째, 공유와 력학습 기능 지원

스크래치 공식 웹사이트

(http://scratch.mit.edu)에서는 스크래치 사용자

들을 한 공유와 력의 공간을 제공한다. 

자신이 만든 로젝트를 웹사이트에 게시하

거나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로젝트를 실행

해 보거나 수행해 볼 수 있다.

2. 4 선행연 구

로그래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내  동

기 유발을 한 략과 복잡한 인지 능력 향

상을 한 창의  문제해결 수업모형(CPS)을 

토 로 구성한 학습 내용을 등학교 6학년 

재량활동 시간에 용한 결과, 스크래치 로

그래  학습은 학습자의 내재  동기와 문제

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0]

한 스크래치를 활용한 로그래  교육

은 학습의 인지  역에 한 효과성과 만

족도에 정  향을 주었다. 특히 Visual 

성향의 학습자들에게서 스크래치 활용의 성

과가 통계 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등

학생의 로그래  과정이 학습 효과에 큰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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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설계

3. 1 행 교육과정 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등학

교 정보통신기술교육의 내용 체계에는 알고

리즘과 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표 2>와 같이 학교의 정보 교과에 알고

리즘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학교 정보 교과  알고리즘 련 내용

역
내용요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의

표 과

리

○정보와 자료

구조

○자료의 표

과 연산

○선형 구조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

○선형 구조

○멀티미디어

문제

해결 

방법과

차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 로그래 의 

기

○알고리즘의 

개요

○알고리즘의 

실제

○자료의 정렬

○자료의 탐색

3. 2 A C M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분석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 Model Curriculum for K-12 

Computer Science 보고서에서 제안한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4단

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2> K-12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4단계

이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과학 

분야 에서 알고리즘과 기 인 자료구조 

요소를 추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K-12의 알고리즘  자료구조 내용

구분 알고리즘

자료구조

해시 테이블

이진 탐색 트리

그래  표

알고리즘

선형 탐색, 이진 탐색

선택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

힙 정렬, 합병 정렬

깊이․ 비 우선 탐색

최단 경로 탐색

최소 신장 트리

상 정렬

일반 인 알고리즘의 교육 내용을 요약하

면 <표 4>와 같다.

<표 4> 일반 인 알고리즘의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 합병 정렬, 힙 정렬

탐색 순차 탐색, 이진 탐색, 해싱 탐색

그래
깊이․ 비 우선 탐색, 최소 신장 트

리, 최단 경로, 상 정렬

고  설계
동  로그래 , 그리디 알고리즘, 백 

트래킹, 분할 상환 분석

K-12의 알고리즘 교육과정 분석 내용과 

일반 인 알고리즘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등학생의 인지 수 에 맞는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 에 의해 선정하 다.

3. 3 교육내용 선정 기   내용 체계표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을 교육함에 있어 

다음의 세 요소에 을 두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 다.

첫째, 스크래치라는 교육용 언어를 이용한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크래치는 그래픽 

블록 명령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서 한 번씩은 해보았을 고블록 놀이를 하듯

이 로그래 을 할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특성은 쉽고 익숙하게 로그래 을 할 수 있

다는 장 을 제공하면서도 기능을 추가할 수

록 한 화면상에 표 하기기 힘들어져 학생들

이 이해하고 수행하기가 난해한 단 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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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등학생을 상으로 한다. 등학생

은 쉽게 흥미를 잃기 때문에 즉각 인 피드

백을  수 있어야 하고, 강의식 수업보다 수

업시간에 직  로그래 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난이도를 조 하여 한 

수행 과제  동기유발 상황을 제시하는 것

이 요하며, 체 인 로그래 을 다 하는 

것보다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 처리하여 핵심 개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을 할 것을 

제로 하여 40분 수업에 개발된 학습 자료를 

소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고  기능

을 사용하기 보다는 기 인 기능을 사용하

여 개념을 익 나갈 수 있도록 하 고, 한 

학교 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 교실에서

도 학습  ․복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지 

형태로 개발하 다.

이상의 선정 기 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육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내용 체계표

구분 학습 주제

스택과 큐 차 좀 빼주세요.

정렬 달리기 게임

탐색 카드 뒤집기

트리 공굴러가기 게임

분할정복 최소․최 값 찾기

욕심쟁이 양팔 울 만들기

4.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4. 1 학습 주 제별 교육 자료 요약

4. 1. 1 스택과 큐 알고리즘 교육 자료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구조화하고 차

를 이동함으로서 스택과 큐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하고 학습지로 제공 할 때는 핵심 로

그래 부문을 빈칸으로 처리하여 학생이 직

 해보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스택과 큐 알고리즘 교육 자료

4. 1. 2 정렬 알고리즘 교육 자료

달리기를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달리기

의 결과를 정렬함으로서 정렬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정렬 알고리즘 교육 자료

4. 1. 3 탐색 알고리즘 교육 자료

원하는 카드를 뒤집어 찾는 게임을 만들어 

으로서 탐색 알고리즘을 알게 한다.

<그림 5> 탐색 알고리즘 교육 자료

4. 1. 4 이진트리 알고리즘 교육 자료

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이 이진트리의 

장애물을 건  도착할 목 지를 선택해보는 

게임을 만들어 으로서 이진트리 알고리즘

의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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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진트리 알고리즘 교육 자료

4. 1. 5 분할 정복 알고리즘 교육 자료

12개의 숫자 카드가 일정 시간 동안 보이

고, 여러 사람이 동하여 최  값과 최소 값

을 찾는 게임을 통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익히게 한다. 처음에는 각자의 트를 정하는 

아이디어를 못 찾겠지만 힌트를 통해 아이디

어를 생성하게 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

연스럽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한다. 

<그림 7> 분할 정복 알고리즘 교육 자료

4. 2 욕심쟁이 알고리즘 교육 자료 세

부 내용

4. 2. 1 교육 자료 로그램 요약

최소한의 수로 목표로 하는 상자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만들어 으로서 욕심쟁

이 알고리즘을 익히게 한다. 여러 경우의 수

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은 수의 추를 

사용하는 경우로 아이디어를 이끌어 주는 것

이 요하다. 한 수업시간이라는 제한된 상

황에서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함을 고려하여 

기본  이미지  스크립트가 입력된 로그

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로그램의 핵심 인 

부분에 집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욕심쟁이 알고리즘 교육 자료

4. 2. 2 교육 자료 학습지

수업시간에 제시가 되는 학습지는 최 한 

평소 수업시간에 익숙하게 하는 교과서의 

형식을 따르도록 설계하 다. 일상생활에서의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여 동기유발을 시켰으

며 문제 상황에서 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설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분을 집

으로 해결해 나가게 함으로서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을 익히게 한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욕심쟁이 알고리즘을 익히기 하여 

수업시간에 활용 될 학습지의 로 기본 학

습지와 심화 학습지이다.

4. 2. 3 수업 용

수업 용에 있어 학습지를 통하여 기본

인 개념을 익히고 직  로그래 을 실습해

으로서 개념을 내재화 시킨다. 학습지는 기

본과 심화로 나 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학생들을 비한다. 

한 등학교 수업시간이 40분임을 감안

하여 핵심 내용만 제거되어있는 실습 일을 

제공하여 실습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수업

을 진행한다. 실질  로그래  시간을 핵심 

알고리즘의 개념을 내재화 시키고 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하여 최 한 실질활동시

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완성된 결과물

은 스크래치 사이트에 공유하여 학생들의 내

동기를 자극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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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욕심쟁이 알고리즘 교육 기본 학습지

<그림 10> 욕심쟁이 알고리즘 교육 심화 학습지

5.  연 구 실험 방법

5. 1 연 구 실험 상

본 연구를 검증하기 한 실험 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등학교 6학년 2개 학

을 2010년 9월에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을 구성한 후 비교하고자 한다. 등학교 재

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진행 하에 실험집단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

육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개하고, 

통제집단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바

탕으로 교수․학습을 개한다.

5. 2 연 구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

이 학습자의 논리  사고 능력  창의  문

해결능력 신장에 끼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검증 도구는 Torrance의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를 이용하여 사

․사후 동질성 검사(독립표본 T검증)를 실

시할 계획이다. 세부 연구 실험 일정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실험 세부 계획

연번 시기 세부내용

1 2010. 9. 사  동질성 검사

2 2010.10.～12. 연구 내용 장 용

3 2011. 1. 사후 결과 분석

4 2011. 1～ 2. 연구 내용 수정 보완

6.  결론

알고리즘 교육이 학습자의 고차원 인 사

고 능력 신장에 효과 이라는 것은 많은 연

구를 통하여 밝 져 왔다.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  문제해결능력 신

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보 교과가 신설되

고, 교육 내용으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등을 

포함하고있는 지 의 시 을 볼 때 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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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알고리즘 교육은 하루빨리 이루어져

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알고리즘 교육을 

하여 교육용 로그래  언어인 스크래치를 

이용하 다. 스크래치는 그래픽 기반의 로그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처음 로그램을 

하는 등학생의 경우 배우기과 용이하고, 즉각

인 로그래  결과 확인은 학생들의 흥미를 

붙잡아  수 있는 매력 인 요소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알고리즘 교육은 학교

육에서 부분을 담당하 고 ․고등 교육

에서 기 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이유는 

등학생에게 맞지 않는 로그래  언어를 이

용한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스크래치를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 자료 개발은 

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스크래치를 이용하 기 

때문에 Bloom이 주창한 완 학습을 기 할 수 

있다. 한 수 별로 제시된 학습지는 교육의 수

월성을 제공해  것이며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

제해결 능력  창의성의 신장은 학생들이 앞으

로 배우게 될 학습내용을 익히는데 훌륭한 자산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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