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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사회에서 우수한 S/W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등학

생에게 알고리즘을 교육하는 것은 큰 도전인데 왜냐하면 텍스트형태의 컴퓨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를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 통해 알고리즘 수업을 실

시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알고리즘을 시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기초적인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라는 새로운 측정도구를 정의하고 알고리즘 교육요소 즉, 스택, 큐, 버블정렬, 

힙정렬, BFS, 및 DFS에 대해 텍스트 기반과 애니메니션 기반의 강의 자료를 각각 개발하였다. 다양한 학생 

그룹에 대해 실험을 하고 평가를 하였다. 폭넓은 실험을 통해 애니메이션 기반의 강의 자료를 사용한 그룹의 

평균 점수가 텍스트기반의 강의 자료를 사용한 그룹에 대해 22.2%이상 더 높은 점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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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algorithm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nurture excellent S/W developers in an 
information society. However a algorithm learning is a great challenge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ince understanding what a computer algorithm written in a static text format meant to do is difficult. 
It is expected that a student can easily visualize a algorithm through animations.  In this stud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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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 pedagogical effectiveness of algorithm visualizations in teaching the fundamental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in elementary schools. Thus we defined a new measure called ‘Algorithm 
Visualization Factor(AVF)’ and developed both text-oriented and animation-oriented PPTs of algorithm 
education elements, that is, Stack, Queue, Bubble Sort, Heap Sort, BDF, and DFS.  We have conducted 
experiments and evaluations on diverse students groups. Extensiv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of the student groups using animation-orirented PPT is greater(22%) than the one of the 
student groups using text-orirented PPT.

Keywords: Algorithm, Data Structure, Visualization,  Animation

1. 서론

최근에 구글을 비롯한 정보중심의 글로벌 기업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S/W 개발 인
력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세계 경제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정보중심의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창의
적이고 우수한 S/W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는 어린 학생 때부터 컴퓨터과학의 핵심 원리인 자
료구조와 이와 연관된 알고리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과목은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필수과목이다. 그
동안 컴퓨터교육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핵심요소를 컴퓨터과학 교육과목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하기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
나 어린 학생들에게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교육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왜냐하면 다양
한 자료구조를 먼저 익히고 이와 연관된 알고리즘
의 진행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산학적인 사
고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은 다양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시행착
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애니메이션
이나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
가 많이 행해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 교육을 하기 위
해서는 텍스트 및 오디오와 함께 애니메이션 형태
로 수행과정을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학습 효과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5]. 이

와 같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조합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 알고
리즘의 시각화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율로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의 강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어떠한 교육요소가 알고리
즘의 시각화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강의 자료의 시각화
(visualization)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알고리즘 
시각화 팩트(algorithm visualization factor)를 개발
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교육하
는 데 있어서 모두 여섯 종류의 자료구조와 알고리
즘의 교육요소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교육요소에 대
해 알고리즘의 시각화가 알고리즘 수업에서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실험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초등학
생들에 알고리즘 교육요소를 어느 학년 단계에서 
어떻게 수업하는 것이 좋은 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
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요소

자료구조는 자료의 표현 및 자료를 저장하기 위
한 논리적인 구조와 그것과 관련된 연산이다[1]. 그
동안 출판된 자료구조 관련서적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표 1의 내용과 같다. 즉, 자료구조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자료구조에 대해 구조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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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의 원리
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구조의 형태는 크게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나눌 수 있다. 선형구조의 형태는 선과 같이 일렬로 
된 구조로 쉽게 그려 볼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다. 
선형구조로는 대표적인 것이 배열, 리스트, 스택, 큐 
등이다. 비선형구조는 선형이 아닌 모양으로 대표적
인 자료구조로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1][2][7].

<표 1> 자료구조의 형태

단순구조

정수(integer)
실수(real)
문자(character)
문자열(string)

선형구조

배열(array)
연결리스트(linked list)
원형연결리스트(circular linked list)
이중연결리스트(doubly linked list)
스택(stack)
큐(queue)
데큐(deque)

비선형구조
트리(tree)
그래프(graph)

파일구조

순차파일(Sequence file)
색인파일(index file)
직접파일(direct file)

기타 알고리즘
정렬(sorting)
검색(search)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 적절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교육요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단순구조와 좀 더 복잡한 파일구조를 제외
하였고 모두 여섯 종류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선
정하였다. 먼저 선형구조에서 스택과 큐를 선정하였
으며 비선형구조에서는 그래프와 연관된 알고리즘으
로 DFS(Depth First Search)와 BFS(Breath First 
Search)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타 알고리즘으로는 
정렬알고리즘을 선정하였는데 정렬알고리즘은 버블
(bubble)정렬과 힙(heap)정렬을 선정하였다.

2.2 선행연구 고찰

자료구조과목은 컴퓨터과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

적인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그러나 많은 복잡한 개념
과 이와 연관된 알고리즘은 이 과목을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11]. 그동안 자료구조와 알고
리즘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다[3][4][6][8][10]. Andrew 등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교육할 때 
학생들의 흥미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
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4]. Ricardo 등은 ACM/IEEE 컴퓨터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고
리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내용면, 방법론, 실습 등
으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들은 알고리즘 교육
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 중심의 알고리
즘을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10]. Ali Erkan 등은 
자료구조 교육과정이 추상화와 동적 유형을 내재하므
로 학습자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이미지 기반의 
추상화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데모시스템
을 개발하였다[3]. Ljubomir 등은 일반 교육학과목에
서 계산학적인 사고를 교육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였
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학 과목에서 계산학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예제를 포함하도록 강의체
계를 구성하였다 [8].

이와 같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실행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보다 쉽
게 자료구조와 이와 연관된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마스터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복잡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단순히 텍스트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은 큰 도전인데 왜냐하면 텍스트위주의 알고리즘 
수업에서 학생들이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머리로  
실행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9]. 따라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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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하고 마스터하기 위해
서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
각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수업에서 애니메이션위주의 수업과 텍스
트위주의 수업을 동일한 집단의 실험을 통해 애니
메이션 기반의 수업이 알고리즘 수업에서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애니메이션의 교육
적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교육요소와 교육방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교육
하기위한 기초적인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교육내용으
로 선형자료구조(Linear Structures), 정렬알고리즘(Sort 
Algorithm) 및 그래프 알고리즘(Graph Algorithm)을 선
택하였다. 선형자료구조는 스택(Stack)과 큐(Queue), 정
렬알고리즘은 버블(Bubble)정렬과 힙(Heap)정렬을 선택
하였으며 그래프 알고리즘은 깊이우선탐색(DFS: Depth 
First Search)과 너비우선탐색(BFS: Breath First 
Search)을 각각 선택하였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
별 진행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애니메이션 위주의 강의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만큼 비례해서 교
육적 효과가 증가한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각
각의 알고리즘의 교육요소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수
업자료의 교육적 효과를 실험해보고 또한 초등학생
들에 어떠한 알고리즘 교육요소를 어느 학년 단계
에서 수업하는 것이 적절할 지를 알아보는 것은 알
고리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알고리즘 수업을 위해 만
든 알고리즘 강의 자료의 시각화(visualization) 정

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알고리즘 시각화 팩트를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의 시각화 팩트를 정하는 기준
은 알고리즘 강의자료 각각의 슬라이드에 얼마만큼
의 텍스트문장, 이미지, 애니메이션들이 포함되었는
지를 장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시각화 팩트는 다음
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정의 1]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 AVF)
강의 슬라이드에서 얼마만큼의 텍스트 요소에 대해 

애니메이션 요소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단
위로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Ns는 알고리즘 수업을 위한 사용된 PPT
의 전체 슬라이드의 총 개수이다. 따라서 모든 강의 
슬라이드에 대해 슬라이드의 시각화 값을 측정하여 
더한 후에 Ns 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다만 제
목이나 목차 슬라이드와 같이 알고리즘의 수업내용
과 관계가 없는 슬라이드는 Ns 에 포함시키지 않
는다. Ci

A와 Ci
T는 각각 i 번째 PPT 슬라이드의 애

니메이션 동작의 수와 텍스트 문장의 수를 나타낸
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하나의 그래픽 
이미지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동작으로 간주한다.

(a) 큐에 새로운 데이터(B)가 추가되는 장면

(b) 큐에 데이터(B) 값이 저장된 후의 장면
(그림 2) 큐에서 애니메이션의 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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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역 학년 남자 여자 계

교사

경력
(성별)

알고리
즘 지석

A 서울 1 19 19 38 8년 
(남) 중

B 경기도 3 17 17 34 16년
(남) 상

C 경기도 4 19 13 32 5년
(남) 중

D 서울 6 16 13 29 10개월
(여) 하

<표 2>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 및 교사

[예제 1]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큐에 새로운 데이
터(B)가 추가되는 알고리즘의 동작을 애니메이션으
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a)에서의 한 번의 애니메
이션이 되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Ci

A의 값이 1 증가 
된다. 따라서 5개의 데이터가 모두 큐에 추가되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번의 애니메이션 액션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여섯 종류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교육요
소에 대해 텍스트기반의 PPT 자료와 애니메이션기
반의 PPT 자료, 즉 모두 12 종류의 수업용 PPT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수업용 PPT에서 알고리즘 시각
화의 정도를 측정하기위해 정의 1에 나타낸 수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 값을 계산
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AVF(T)는 텍스트기반의 
PPT에 대해 계산한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 값이고 
AVF(A)는 애니메이션기반 PPT에 대한 알고리즘 
시각화 팩터 값을 각각 나타낸다.

<표 1> 수업용 PPT의 알고리즘 시각화 팩트 값
내용

팩터값
스택 큐 버블 힙 DFS BFS

AVF(T) 0.36 0.42 0.26 0.46 0.28 0.33

AVF(A) 6.00 5.50 1.03 2.23 0.96 1.54

AVF(A)/A
VF(T)

16.62 13.20 4.01 4.87 3.45 4.63

AVF(A)/AVF(T) 값은 텍스트기반의 PPT에 대한 애
니메이션기반 PPT의 AVF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
율은 스택이 가장 큰 값인 16.62를 나타내는데 텍스
트 기반의 강의 자료에 비해 애니메이션기반 강의 
자료의 시각화가 16.62 배만큼 많다는 의미를 나타
낸다. 반면 DFS는 비율이 가장 작은 값인 3.45를 
나타내는데 텍스트 기반의 강의 자료에 비해 애니
메이션기반 강의 자료의 시각화가 3.45 배만큼 차이
가 난다는 것을 의미이다.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스택과 큐의 AVF 비율이 10 이상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스택과 큐는 은행의 줄서기 

등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예가 많으므로 
텍스트 문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애니메이션의 
동작위주로 PPT자료를 만들었다. 나머지 버블정렬, 
힙정렬, DFS, BFS의 AVF가 4 정도로 비슷한 값을 
가지도록 PPT자료를 작성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2개 학교와 경
기도 지역 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각각 한 학급씩 총 
4개 학급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동일한 수준의 학생 
집단에 대해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학급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
하여 거의 동일한 크기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총 8개 
그룹으로 만들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교,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정보는 표 2에 자세히 표
시 되어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일한 지역, 
학년, 학급에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실험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육경력이나 알고리즘 
이해도에 따라 수업 내용이나 평가 결과가 달라 질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경력, 알고리즘 교육경험 및 지식
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어 표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동일한 학년 및 학급인 두 그룹에 대해 
한 그룹은 텍스트기반, 다른 그룹은 애니메이션기반
의 PPT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시 후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내용은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예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평가를 하였다. 
모두 8개 그룹에 대한 평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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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성별 학생수 스택 큐 버블 힙 DFS BFS

A 초등학교 

1학년(텍스트)

계 19 0.95 1.26 1.11 1.63 - -

남 9 0.78 1.11 0.89 1.56 - -

여 10 1.10 1.40 1.30 1.70 - -

A 초등학교 

1학년(애니메이션)

계 19 0.74 2.21 1.37 1.58 - -

M 10 0.70 2.10 1.20 1.40 - -

F 9 0.78 2.33 1.56 1.78 - -

B 초등학교 

3학년(텍스트)

계 16 1.61 2.19 1.19 0.88 1.00 1.13

M 8 2.13 1.50 0.50 0.25 0.38 0.25

F 8 2.50 2.88 1.88 1.50 1.63 2.00

B 초등학교 

3학년((애니메이션)

계 18 2.31 2.22 1.06 1.17 1.17 1.44

M 9 1.22 2.00 1.22 0.89 0.78 1.33

F 9 2.00 2.44 0.89 1.44 1.56 1.56

C 초등학교 

4학년(텍스트)

계 16 1.69 2.44 0.94 1.31 1.38 0.88

M 9 1.56 2.44 1.00 1.33 1.67 1.00

F 7 1.86 2.43 0.86 1.29 1.00 0.71

C 초등학교 

4학년((애니메이션)

계 16 2.19 2.88 1.00 1.81 1.63 1.44

M 10 2.40 2.80 1.00 1.60 1.40 1.50

F 6 1.83 3.00 1.00 2.17 2.00 1.33

D 초등학교 

6학년(텍스트)

계 15 1.27 1.27 1.00 1.40 1.00 1.13

M 8 0.88 0.88 0.88 1.00 0.88 1.13

F 7 1.71 1.71 1.14 1.86 1.14 1.14

D 초등학교 

6학년((애니메이션)

계 14 1.86 2.21 1.43 1.79 1.36 1.57

M 8 1.63 2.00 1.25 1.75 1.25 1.38

F 6 2.17 2.50 1.67 1.83 1.50 1.83

<표 3> 8개 학생 그룹에 대한 알고리즘 수업 후의 평가 결과

표 3에서 평가의 최고점은 3이고 최하점은 0이다.

4. 실험 및 분석

4.1 1학년 그룹에 대한 실험 및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그룹에 그래프 알고리즘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고 판단하여 DFS와 BFS
에 관한 실험은 제외하고 스택, 큐, 버블 정렬, 힙 정
렬에 대해서만 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애니
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이 텍스트위주의 알고리즘 수
업보다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가 평균 
20.4%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그림 3). 텍스트 위주의 
수업에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성적이 26.9% 
더 나았으며 애니메이션 위주의 수업에서는 19.3%가 
여학생의 성적이 좋았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위주의 
수업을 통해 남녀 간의 격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1학년은 알고리즘 수업에서 평가 결과가 
다소 일관성이 없으며 평가 성적도 낮게 나와서 1학
년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의 교육은 교사의 능력과 학

생들의 수준에 따라 실시하여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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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학년 그룹에 대한 평가 결과

4.2 3학년 그룹에 대한 실험 및 결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그룹은 그래프 알고리즘인 
DFS와 BF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스택, 큐, 버
블정렬, 힙정렬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실시하였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이 텍스트위주의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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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수업보다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가 평
균 17.3%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그림 4). 텍스트 위
주의 수업에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성적이 
1.4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애니메이션 위주의 수
업에서는 여학생의 성적이 32.8%가 높게 나왔다. 3
학년은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것
은 알고리즘 수업을 담당한 교사의 경력이 많고 알
고리즘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을 수로 교육적 효과
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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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학년 그룹에 대한 평가 결과

4.3 4학년 그룹에 대한 실험 및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그룹 역시 그래프 알고리즘
인 DFS와 BF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스택, 큐, 
버블 정렬, 힙 정렬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실시하였
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이 텍스트위주의 알고
리즘 수업보다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가 
평균 26.8%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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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학년 그룹에 대한 평가 결과

4.4 6학년 그룹에 대한 실험 및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그룹 역시 스택, 큐, 버블 정
렬, 힙 정렬, DFS와 BF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모
두 실험을 실시하였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이 
텍스트위주의 알고리즘 수업보다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가 평균 44.5%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그
림 6). 텍스트 위주의 수업에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
학생의 성적이 54.9%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애니메
이션 위주의 수업에서는 여학생의 성적이 24.3%가 
좋게 나왔다. 6학년은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것은 교사의 경력이 1년 미만이고 알고리
즘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낮으므로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주어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도 1학년과 3학년의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텍
스트 위주의 수업에서의 남녀 격차가 애니메이션위주
의 수업에서 많이 줄어 든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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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학년 그룹에 대한 평가 결과

5.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알고리즘 시각화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강의 자료의 시각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알고리즘 시각화 팩트를 
개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대상은 서울지역과 경기
지역의 4개교의 학교의 총 8개 그룹에 대해 모두 
여섯 종류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교육요소 즉, 
스택, 큐, 버블정렬, 힙정렬, DFS, BFS에 대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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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으며 수업결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알고리즘 수업에서 애

니메이션기반의 수업이 텍스트기반의 수업보다 수업
실시 후의 동일한 그룹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체 평
균 22.2% 높게 나왔다. 즉, 1학년 수업은 20.4%, 3학
년 수업은 17.3%, 4학년 수업은 28.6%, 그리고 6학
년 수업은 24.3% 만큼 애니메이션기반의 수업의 평
가 점수가 더 높았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수업에서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수업자료를 활용한 알고리즘 시
각화가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다.

둘째, AVF 값의 비율이 10이상인 스택과 큐에 
대한 평가 결과와 AVF 값의 비율이 4정도인 버블
정렬, 힙정렬,  DFS, BFS에서의 평가 결과가 별 차
이가 없었다. 따라서 알고리즘 수업이라고 해서 반
드시 애니메이션 위주의 수업자료를 만들지 않더라
도 AVF 값의 비율이 4 정도로도 알고리즘 시각화
의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실험 결과에서와 같이 초등학생에서의 알
고리즘 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다소 어렵
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알고
리즘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사의 알고리즘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평가 결
과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온 것을 볼 때 초
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알고리즘 수업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수업을 담당할 교사들의 알고리즘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사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적합한 알고
리즘 교육 요소를 선정하고 각각의 알고리즘 교육 
요소에 대해 애니메이션과 텍스트가 잘 조화된 좋
은 강의 동영상이나 강의 자료를 제작하여 초등학
교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알고리즘의 시각화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
이션 기반의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남녀 학생들 간
의 평가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알고리즘의 시각화를 높이므로 전체적으로 알고리
즘의 이해도를 높여 평가 결과를 좋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또한 텍스트기반의 수업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집단의 학생들이 애니메니션 기반의 수업
을 통해 알고리즘의 이해도가 더 많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에서 컴퓨터수업의 시수가 줄어
드는 등 컴퓨터 교육의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컴퓨터교육에서 탈피하여 컴퓨터과학의 핵심원리인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부터 실시하여 학
생들의 창의력과 계산학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학생단계에 적
합한 알고리즘 교육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학교
현장에 잘 적용하기위한 알고리즘의 교육과정을 개
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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