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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은 창의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

인가에 을 두고 있다. 컴퓨터 과학의 알고리즘은 학생들의 논리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 인 학습 내용이다. 하지만 알고리즘 교육은 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실

을 고려했을 때 등학생들의 인지 구조와 수 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원리

를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게임의 

흥미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극 으로 참여하는데 효과 인 교육 방

법으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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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focus on cultivating creative talent in the rapidly chan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lgorithms of computer science students to log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to find the best solution is an effective learning content. But the algorithm 

often educate at the University of reality when considering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gnitive structure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teaching.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algorithm with an educational content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ir own problems as the best way to resol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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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 for students to participate actively interested in effective teaching method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the algorithm will be a big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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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 구의 필요성  목

최근 지식․정보화가 진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으

며 기본 인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가 변화함

에 따라 구도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만 의

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

식을 만들고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처

럼 잘 정리된 지식을 달하는 방식의 교육

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  능력의 

바탕 에 새로운 발상과 도 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란 인간상을 설정하여 교육

을 추구하고 있다[1]. 하지만 학교에서의 정보

통신기술교육은 단순히 컴퓨터 응용 로그램

을 활용하는 방법만 가르치는데 할 뿐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육성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 인도, 국, 미국 등의 국

가에서는 컴퓨터 과학  알고리즘 교육과 

로그래  교육을 강조하여 논리  사고와 

같은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자 교육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복잡한 문제 상황을 효율 으

로 해결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을 키우게 될 것이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

는 창의성 역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교육 내용

을 기반으로 등학생들의 인지 구조  수

에 맞게 게임 요소가 가미된 교육용 콘텐츠

를 개발하여 장에 용함으로써 교육  효

과와 향후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1. 2 연 구 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교육 내용을 기반

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를 학생들이 학습함으

로써 교육  효과와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들의 인지 구조와 수 에 맞

는 알고리즘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

법을 토 로 게임 요소를 가미한 알고리즘 

기반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실제 교육 

장에 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향후 연

구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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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다[2]. 컴퓨터에서의 알고리즘은 유한한 자

원을 가지고 조건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5].

<표 1> 알고리즘의 조건

조건 의미

명확성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연산들은 분명하

고 확실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효율성
주어진 문제를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해

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출력

문제를 해결할 때 주어지는 자료를 입력으

로 정의하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

는 1개 이상의 출력이 있어야 한다.

유한성
알고리즘에서 수행되는 연산은 유한번의 

수행 후에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2. 2 알고리즘의 교육  가치

Usiskin(1999)은 알고리즘의 교육  가치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 신장 콘텐츠 개발  273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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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

즘의 일련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연산을 신뢰

할 수 있다면 수행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고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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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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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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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을 통해 논리 인 사고 능력과 창의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

2. 3 알고리즘 학습과 창의  문제해결능력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바탕

으로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

어야 한다. 문제 상황이란 이미 알려진 단순

한 계산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정해진 해답보다는 최선의 해결책

을 모색하기 해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

고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말한

다. 학습자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착했을 

때 해결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폴리아는 다음

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 다[3].

(그림 1) 폴리아의 문제해결 단계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한 일련의 과정

이 알고리즘이다. 문제 이해 단계에서 학습자

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구

체 인 상황을 악하게 된다. 문제의 원인을 

제 로 악해야 특정 종류의 문제 상황에서

도 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해결 방법을 찾

을 수 있다.

계획 작성 단계에서 학습자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해 다양한 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다.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보다 문제 상황

에 맞게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해결 방법을 단

계별로 구체 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기 해

서는 논리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계획 실행 단계에서는 앞서 구상한 방법이 

문제를 제 로 해결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상황 는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다.

반성 단계에서는 실행에서 상하지 못한 

문제 상황 는 오류를 논리 으로 살펴보고 

계획한 해결 방법을 수정하게 된다. 상하지 

못한 문제 상황 역시 해결하기 해서는 문

제의 범 를 확 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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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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

즘 련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4].

<표 2> 학교 정보 교과  알고리즘 련 

내용

역
내용요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의

표 과 

리

○정보와 자료구조

○자료의 표 과 연산

○선형 구조

○멀티미디어 정보

의 표

○선형 구조

○멀티미디어

문제해결

방법과 

차

○문제, 문제 해결 과정

○ 로그래 의 기

○알고리즘의 개요

○알고리즘의 실제

○자료의 정렬

○자료의 탐색

․ 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정보는 

지식․정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 

과학과 기술에 한 올바른 지식 습득  활

용을 통하여 창의 인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

키기 한 과목이다. 등학교에서의 컴퓨터 

련 기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고등

학교에서 정보․컴퓨터 련 교육이 이루어

짐을 고려할 때, 등하교에서 알고리즘의 원

리를 직 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보․컴퓨

터 교과 교육의 수월성을 더해  것이다.

3. 2 A C M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분석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 Model Curriculum for K-12 

Computer Science 보고서에서 제안한 컴퓨

터 과학 교육과정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4

단계로 이루어진다[7][8][9][10].

(그림 2) K-12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4단계

1단계에서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기  정보기술 습득,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을, 2단계에서는  사회에서 컴퓨터 과학

의 응용  이론, 방법론 등을 학습하게 된다. 

2단계를 마친 학생이 컴퓨터 과학을 더 학습하

길 원하면, 3단계에서 알고리즘  사고방법과 

컴퓨터 과학의 과학 이고 수학 인 면을 학

습하게 된다. 4단계는 직업, 학 진학을 

한 비 단계로 개인의 심 분야의 심화학

습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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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4> 일반 인 알고리즘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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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내용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퀵정렬, 합병 정렬, 힙 정렬

탐색 순차 탐색, 이진 탐색, 해싱 탐색

그래
깊이․ 비 우선 탐색, 최소 신장 

트리, 최단 경로, 상 정렬

고  설계
동  로그래 , 그리디 알고리즘, 

백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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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의 내용을 학습자가 

직 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의 원리와 게임 요소를 바탕으로 제작된 콘

텐츠를 통해 논리  사고 능력  창의  문

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기 으로 알고리즘 교육 내용을 

선정하 다.

첫째, 등학생의 인지 수 에 맞는 문제 

상황을 구체  조작 활동을 통해 제시한다. 

정신  표상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동기가 하되

며, 구체 인 조작 활동으로 학습자의 생각을 

바로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둘째, 콘텐츠의 조작 활동을 통해 알고리

즘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알고리즘 교육

은 다양한 개념과 이론의 학습, 로그래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학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이다. 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이 기 가 되기 해서는 이론  학

습 보다는 조작 활동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

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논리  사고 능력  창의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효과 이어야 한다. 

콘텐츠 조작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알고리즘 

원리는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 능력을 신장시

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효과 인 알고리즘 학습을 해 필요

한 자료 구조 내용도 선정한다.

이상의 선정 기 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육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내용 체계표

연번 구분 콘텐츠 주제

1 스택과 큐 포알 맞추기

2 정렬 원통의 무게 맞추기

3 탐색 폭탄 해체하기

4 트리 미로 탈출 게임

5 그래 사다리 놓기

6 동  로그래 거북이 쌓기

7 백 트래킹 체스 퀸 놓기

8 분할 상환 분석 무게 맞추기

4.  콘텐츠 개발의 실제

4. 1 콘텐츠 개발 환경

콘텐츠의 학습 이력 리를 해 간단한 

회원 가입과 학습자 리, 학습 이력 장, 

순  등의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는 APM 기반에서, 콘텐츠는 Flash

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자세한 개발 환경은 

<표 6>과 같다.

<표 6> 콘텐츠 개발 환경

구분 개발 환경

서버 H/W Intel Xeon 3.2GHz/1GB RAM

서버 OS
Windows Server 2003 R2

Standard Edition SP2

Web App
Apache 2.2.14 / PHP 5.3.0

MySQL 5.1.39

개발도구 Flash CS4 (AS 3.0)

4. 2 학습 주 제별 콘텐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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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 스택과 큐 콘텐츠

스택 기반의 포에 동일한 색상의 포알

을 큐 기반의 포에 장 할 수 있도록 학습

자는 정신  표상을 구체화하며 문제를 해결

한다.

(그림 3) 스택과 큐 콘텐츠

4. 2. 2 정렬 알고리즘 콘텐츠

각각 다른 개수의 동 이 들어있는 원통을 

양팔 울을 이용하여 무게 순으로 정렬하는 

콘텐츠로 4.3 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4. 2. 3 탐색 알고리즘 콘텐츠

주어진 몇 가지 수와 크기 비교  배수 

기능을 이용하여 많은 투 에서 암호가 

들어있는 특정 투를 주어진 시간 내로 탐

색하여 폭탄을 해체하는 콘텐츠이다.

(그림 4) 탐색 알고리즘 콘텐츠

4. 2. 4 트리 탐색 콘텐츠

트리 구조로 이루어진 미로의 체 모습과 

출구를 처음 몇 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출

입문을 선택하며 출구를 찾아가는 콘텐츠로 

트리의 루트에서 시작하고 이진트리 형식으로 

출입문의 번호가 결정된다. 콘텐츠 사용을 통

해 학습자는 트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규칙을 

탐색하여 난이도 높은 미로를 보다 빠르게 

탈출한다.

(그림 5) 트리 탐색 콘텐츠

4. 2. 5 그래  표  콘텐츠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간선을 이용하여 움

직이는 포인트가 그래 의 정 을 모두 통과

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간선을 생성해가는 

콘텐츠이다.

(그림 6) 그래  표  콘텐츠

4. 2. 6 동  로그래  알고리즘 설계 콘텐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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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와 체력이 제한된 각각의 거북이들을 

체력이 과되지 않게 최 한 높은 층으로 

쌓아가는 학습 콘텐츠로, 학습자는 쌓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추리하게 된다. 거북이를 

쌓아가면서 이 에 쌓았던 거북이의 한계까

지 고려하여 최 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수리 , 논리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

다.

(그림 7) 동  로그래  알고리즘 설계 

콘텐츠

4. 2. 7 백 트래킹 알고리즘 설계 콘텐츠

n×n으로 이루어지는 체스 에 n개의 퀸

을 서로 잡히지 않는 치에 놓는 콘텐츠로 

학습자는 퀸을 놓을 때 이 의 퀸들과의 치

를 탐색하고 불가능하면 이 에 놓았던 퀸의 

치를 변경해가면서 해답을 찾는다.

(그림 8) 백 트래킹 알고리즘 설계 콘텐츠

4. 2. 8  분할 상환 분석  콘텐츠

학습자는 주어진 물체의 무게를 악하기 

해 울을 이용하지만, 측정 범 가 매우 

작아 n등분할 수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조각

낸 후 조각 1개의 무게를 통해 체 물체의 

무게를 악한다.

(그림 9) 분할 상환 분석 콘텐츠

4. 3 정렬 알고리즘 콘텐츠 세부 설계

각각 다른 개수의 동 이 들어있는 원통의 

무게를 양팔 울을 통해 정렬하는 콘텐츠로 

양팔 울의 사용 횟수가 최소가 되도록 학

습자가 정렬 방법을 생각하여 조작해보도록 

구성하 다.

(그림 10)과 같이 콘텐츠 시작 화면에서 

학습자는 각각 다른 개수의 동 이 원통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다.

(그림 10) 정렬 알고리즘 콘텐츠의 시작 화면

(그림 11)에서 학습자는 주어지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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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그림 11) 정렬 알고리즘 콘텐츠의 문제 제시 화면

(그림 12)와 같이 최소한의 울 사용 횟

수로 원통의 무게를 정렬하기 해 학습자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그림 12) 정렬 알고리즘 콘텐츠 문제 해결 과정

문제를 해결하면 (그림 13)과 같이 재도 , 

다음 단계를 선택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

하 다.

(그림 13) 정렬 알고리즘 콘텐츠 문제 해결

단계가 올라갈수록 주어지는 원통의 개수

가 (그림 14)와 같이 많아지도록 구성하 다.

(그림 14) 난이도에 따른 콘텐츠 구성 화면

최소한의 울 사용 횟수를 목표로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 활동은 학습 동기 유

발의 요소로 작용한다. 한 학습자의 학습 

이력은 서버에 기록되어 상호간의 순  비교

가 가능하며, 차후에 이  단계를 다시 거치

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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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진행 하에 실험집단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개하고, 

통제집단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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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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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검증 도구는 Torrance의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를 이용하여 사

․사후 동질성 검사(독립표본 T검증)를 실

시할 계획이다[6]. 세부 연구 실험 일정은 <표 

7>과 같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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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인지 구조와 수

에 맞게 알고리즘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알

고리즘 원리와 게임 요소를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하여 학습자의 논리  사고능

력과 창의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알고리즘 교육이 학습자의 고차원  사고 

능력 신장에 효과 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 져 왔다. 하지만 알고리즘 교육은 

정신  표상에 의한 사고 능력이 많이 요구되

어 학 교육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실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보 

교과가 신설되었고, 교육 내용으로 알고리즘

과 자료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등학교에

서 알고리즘의 이론  학습보다 원리를 학습

자가 이해한다면 이후의 교육에 있어 교수․

학습의 수월성이 증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교육  효과가 기 된다.

첫째, 학습자는 구체  조작활동을 통해 알

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직면

하는 문제 상황에 용할 수 있는 사례 도입

을 통하여 용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신장

이 기 된다.

둘째, 콘텐츠의 단계별 난이도 제공을 통

해 알고리즘 원리를 정신  표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후 알고

리즘 교육에 수월성이 증 될 것이다.

셋째, 알고리즘 교육에 의한 창의  문제

해결능력 신장은 실생활에서 효과 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설계함으로

써 미래에 우리나라를 발 시킬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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