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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그래 은 문제분석, 논리  사고력, 차  문제해결과 같은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의 개념을 쉽게 정립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

하여 교육한 후 학업성취도  설문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효용성을 분석하 다. 평가를 해 3개 학의 

로그래 과 알고리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2집단 각각 6 으로 분류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용한 집단은 비 용집단 보다 학업성취도가 17.4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용집단에 설문조사결과 흥미도, 집 도, 이해도, 효과성, 편리성이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Programming is an area that many students have difficulty on because it requires various skills, such as problem analysis, logical 

thinking, and procedural problem-solving skills. In this paper, a system visualizing algorithm was used to set up algorithmic 

concepts easil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scholastic achievement test and survey after learning through 

this process. For evaluation, we divided students who take courses on programming language and algorithm in 3 universities into 2 

groups with 6 teams in each group. The group that trained this system visualizing algorithm had scored 17.4 points higher in terms 

of scholastic achievement than the group that did not train such method. Moreover, according to the survey, the group had higher 

scores in terms of interest level, concentration level, comprehension,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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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곳곳의 모습은 컴퓨터와 과학의 발 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1][2]. 빠르게 발 하는 과

학기술은 고도의 정 한 수학  연산능력과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의 기술발 으로 이루진다

[3][4]. 컴퓨터는 로그램이라는 명령에 의해 움직인

다.9 때문에 컴퓨터 언어를 익  로그램을 효율 으

로 작성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7차 교육과정부터 

등학교에서부터 로그래  언어와 알고리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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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문제분석, 논리

 사고력, 차  사고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로 

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워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형태의 알

고리즘  로그램 시각화 기법이 연구 되고 있다. 

로그램 시각화 시스템으로는 Jeliot 3[5]과 Ville[6], 

Planani[7], VIP[8] 등의 도구가 있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으로는 WinSanal[9] 과 

Morris[10], WinHIPE[11], 컴포 트 ADVA, 셀  애

니메이션 임 워크, JHAV´E[12] 등의 시각화 시

스템[13]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알고리즘  자료구조, 

로그램에 한 사  지식을 요구하므로 보자들이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로그램에 한 사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로그램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14]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은 보 

사용자들도 알고리즘과 로그래 을 별도의 교육 없

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GUI 기반의 직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한 순서도를 직  그릴 수 있으므

로 알고리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성되어

진 순서도는 실행이  가능하며, 실행되는 로그램의 

진행 순서, 변수의 변화, 스택의 변화, 결과 값, C언어 

소스코드까지 시각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쉽

게 알고리즘과 로그램을 익힐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4]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 240명을 2개의 집단 각각 6

개의 으로 나 어 주당 2시간씩 15회 교육한 후 효

용성을 분석하 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용한 

집단은 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17.4  

이상이 나왔으며, 설문조사결과 흥미도, 집 도, 이해

도, 효과성,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구조  

로그래 을 한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기술하

며, 3장에서는 실제 교육에서 용 후 효용성을 분석

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

그리고 알고리즘의 진행과정을 시각화 하여 순서도

의 실행과정 확인  스택, 변수의 데이터 흐름을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 구성도
Fig. 1 Algorithm visualization system architecture

순서도 배치 모듈에서는 선택되어진 순서도 심볼을 

배치하여 알고리즘을 구  한다. 한 진행과정 표  

모듈에서는 구 되어진 알고리즘의 진행 단계 단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진행자의 요구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명령어 해석  소스

코드 실행 과정 표  모듈에서는 해석 되어진 명령어

들이 C언어로 변환되어 표  된다.

그림 2는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 화면으로 알고리

즘 시각화 시스템의 화면구성은 순서도 인터페이스, 

순서도 동  뷰, 소스코드 동  뷰, 메모리 뷰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2.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 실행 화면
Fig. 2 Screen shot of algorithm visualization 

system

순서도 인터페이스는 작성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에 

맞게 입력  처리, 조건 기호 등의 순서도 기호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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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단계 (b) 조건 분기 단계 (c) 출력 단계

그림 3.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활용한 유클리드 알고리즘 단계별 실행과정 
Fig. 3 Step-by-step implementation process of euclide algorithm using algorithm visualization system

택한 후, 작업창에 배치하여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도

록 순서도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반복 기능, 함수 

호출 기능이 있어 모든 유형의 알고리즘에 해 작성

이 가능하다.

순서도 동  뷰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

도록 재 단계의 순서도 기호에 해 마킹 처리하여 

순서도를 통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스코드 동  뷰는 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사용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단계의 소스에 해 마킹 

처리하고 메모리 뷰는 알고리즘에 한 문제 해결 

략을 세우기 해서는 자료 구조를 비롯한 메모리의 

변환 과정을 이해가 쉽도록 하 다. 그러므로 알고리

즘 학습 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의 변수 

장 과정  변수 간의 계, 변수의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은 각 단계별 과정을 순서도 실행 

모듈, 로그램 실행모듈, 실행 값 변화, 변수 값 변화 

등을 나타낸다.

Ⅲ. 효용성 평가 및 분석 결과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하

여 학생들을 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교육 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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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학  과 개설시기 교과목 용집단

비 용

집단

A
컴퓨터

과학과

3학년 

1학기
알고리즘 20명 20명

2학년 

1학기

로그래  

언어론
20명 20명

B 자과

2학년 

1학기
알고리즘 20명 20명

1학년 

1학기

로그래  

언어론
20명 20명

C
컴퓨터 

정보과

2학년 

1학기
알고리즘 20명 20명

1학년 

1학기

로그래  

언어론
20명 20명

합계
3개 학의 로그램과 

알고리즘
120명 120명

표 1. 분석 상
Table 1. Analysis target

석하 다. 240명을 3개의 학을 선정하고 2개의 집

단 각각 6개의 으로 구성하 다. 을 선정하 으며, 

2집단 6 으로 선정하 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은 용집단과 그 지 않은 비

용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검증하기 하여 사  학업

성취도와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를 하 다. 그 결과를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T-test 검증방법을 사용하

으며, 평가도구는 SPSS를 활용하 다. 

3.1 효용성 평가방법

알고리즘 교육은 일주일에 2시간씩 15주간  시행하

다. 표 1은 각 과목별로 분석 상과 과목을 나타낸

다.

로그래  교육이 들어가기 에 학습 비도 검사

를 실시하여 응표본 통계량  검정 표 2를 추출하

다. 그 결과 용집단은 평균 42.76과 비 용 집단

은 42.82으로 수치화되었다. 두 집단 간의 T-test값 

0.44와 P(유의확률)은 0.96으로써 통계상으로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용집단과 비 

용집단은 동일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3.2 효용성 분석 결과

기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그래  교육시스템 

용하여 학생들에게 표 3은 교육을 용 후 평가방법

이다. 교육 마지막 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용

　 용 집단 비 용집단 

평균 42.76 42.82

표 편차 14.03 13.55

평균의 표 오차 1.28 1.24

용집단-비 용집단

평균 
0.058 

용집단-비 용집단 

표 편차 
14.370 

용집단-비 용집단

평균의 표 오차 
1.312 

용집단-비 용집단

T
-0.044 

용집단-비 용집단

P
0.965 

표 2. 교육  통계  응표본 T-검정
Table 2. Statistics and paired samples t-test before 

training

 

집단과 비 용집단의 교육 후 학습 성취도 사후검사

를 실시하 다.  표 4는 교육 후 응표본 t-검정  

통계분석의 결과이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활용

하여 교육을 하 을 때 용 집단의 평균값은 89.51

이며, 비실험 집단의 평균값은 72.16 으로 용집

단이 17  이상의 향상된 효과가 나타났으며, T-test

는 12.558 P(유의확률)은 0.001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5). 따라서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용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그림 4는 교육 과 교육후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

표 5는 용집단에게 설문지를 활용하여 흥미도, 집

도, 이해도, 효과성, 편리성, 합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 평가한 평균값이 흥미도(81.67 ), 집 도(86.83 ), 

이해도(82.50 ), 효과성(82.83 ), 편리성(87.17 ), 향후

수업진행(88.66 )으로 높은 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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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수단
평가 내용

알고리즘의 

개념 

간

고사

- 완성된 순서도를 보고 변수의 변

화과정을 맞추는 문제 출제

순서도의 

개념  종류

간

고사

- 순서도 기호별 의미  사용방법

을 출제

순서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표  능력

과제

물

- 최 값과 최소값 추출 문제 출제

- 구구단 작성 문제 출제

- 소수 별 문제 출제

- 소인수 분해하기 문제 출제

순서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응용 능력

과제

물

- GCD 알고리즘의 순서도 작성 문

제 출제

- 선택정렬의 순서도 작성 문제 출

제

- 진법 변환의 순서도 작성 문제 

출제

- 약수 구하기 문제 출제

C 언어 기본 

명령  문법

기말

고사
- C 언어 문법의 활용 문제 출제

C 언어를 

이용한 

로그래  

능력

기말

고사

- ‘소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의 C 

언어 로그래  출제

-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 문제의 C 

언어 로그래  출제

로그래 에 

한 자신감

설문

조사

- 로그래 에 한 작성 능력  

자신감을 설문

표 3. 알고리즘 교육 후 평가 항목
Table 3. Evaluation items after training 

　
용 

집단 

비 용

집단 

평균  89.51    72.16 

표 편차  10.37    14.48 

평균의 표 오차   0.95     1.32  

용집단-비 용집단  

평균 
17.350 

용집단-비 용집단

표 편차 
15.134 

용집단-비 용집단

평균의 표 오차 
1.382 

용집단-비 용집단

T
12.558 

용집단-비 용 집단  

P
    0.001

표 4. 교육 후 통계  응표본 T- 검정
Table 4. Statistics and paired samples t-test aft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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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

42.82
72.16

0

20

40

60

80

100

교육전 교육후

적용집단 비적용집단

그림 4. 교육 과 교육후의 학업성취도
Fig. 4 Academic achievement before and after training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흥미롭다 47 39.2%

흥미롭다 40 33.3%

보통이다. 30 25.0%

흥미롭지 않다. 2 1.7%

 흥미롭지 않다. 1 0.8%

계 120 100.0%

(a) 수업 흥미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잘 된다. 57 47.5%

잘 된다. 50 41.7%

보통이다. 10 8.3%

잘 안 된다. 3 2.5%

 안 된다. 0 0.0%

계 120 100.0%

(b) 학습 집 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이해하기 쉽다. 48 40.0%

이해하기 쉽다. 42 35.0%

보통이다. 28 23.3%

이해하기 어렵다. 1 0.8%

 이해가 안 간다. 1 0.8%

계 120 100.0%

(c) 학습의 이해도

표 5. 설문조사 결과
Table 5.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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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효과 이다. 46 38.3%

효과 이다. 50 41.7%

보통이다. 20 16.7%

효과가 없다. 3 2.5%

 효과가 없다. 1 0.8%

계 120 100.0%

(d) 학습의 효과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편리했다. 51 42.5%

편리했다. 60 50.0%

보통이다. 5 4.2%

부 합하다. 3 2.5%

매우 부 합하다. 1 0.8%

계 120 100.0%

(e) 사용의 편리성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 240명을 2개의 집단 각각 6개의 으로 나 어 

주당 2시간씩 15회 교육한 후 효용성을 분석하 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로그래 을 교

육을 받은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  이

상의 높은 성 을 나타냈다. 그리고 용 집단의 설문 

수가 흥미도(81.67 ), 집 도(86.83 ), 이해도(82.50

), 효과성(82.83 ), 편리성(87.17 )등으로 나타냄으

로써 본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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