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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의  문제해결 능력을 한 알고리즘 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수학·과학과 연계

된 논리  사고력 증진을 한 알고리즘 교재 개발이 추진  이다. 그러나 교육 장에서 용 가

능한 교수-학습 모형에 한 제시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 인 알고리즘 교육

을 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나선형 모형으로 학습 진도를 진행하며, 논리  사고력을 기

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교육의 특성을 반 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 다. 한 학습자의 만족

도를 하여 설문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로 설계된 교수-학습 모형은  PBL과 자기주도학습  

동료교수법의 혼합 모형이다. 제시된 모형에 근거하여 수학과 과학의 수업 시를 구성하여 용 

가능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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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teaching-learning model 
for effective algorith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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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algorithm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for creative problem-solving capability. 

Especially, algorithm teaching materials related with mathematics and science are under development 

to enhance logical thinking.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teaching-learning models applicable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a teaching-learning model for effective algorithm 

education. The teaching-learning model reflects two characteristics : an algorithm learning process is 

spiral, and algorithm education is based on logical thinking. Furthermore, a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satisfaction, and the result was a mixed teaching-learning model with PBL, SDL, and peer 

tutoring. Based on the proposed model, examples of classes for mathematics and science are 

suggested to show the feasibility of effective algorith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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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 개정 교과과정은 학교 교육의 새로운 비

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 인재 양성’

이라고 제시하 다[1]. 한 2007년 개정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의 교육 목표는 지식·정보 

사회에 합한 창의 인 문제해결력 함양이다[2]. 

교육의 방향성이 학습자들의 창의성  알고리즘

과 같은 문제 해결을 한 컴퓨터 개념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창의 인 문제해결은 알고리즘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교과의 심이 되는 

알고리즘 교육을 효과 으로 진행하기 한 교수

-학습법에 한 모형을 연구하 다.

1.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 편 형 인재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 인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

호한다. 그러나 경쟁 주의 학 입시제도와 학력 

심의 사회 분 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

력은 하되고 있다. 창의  문제해결 능력 신장 교

육을 해 시 한 조건으로는 학 당 인원수 감축과 

교수 략 개발  교수-학습 방법에 한 연구 등이 

지 되었다[3]. 학 당 인원수의 감축 등 행정  지

원은 교육 장에서 주도 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나 

교수 략 개발 는 교수-학습 방법에 한 연구는 

교육 장에 있는 교수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

다. 

2007년 개정한 과학교과 교육과정은 과학  사

고력과 창의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설

정하여 그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교

과를 통해서 가르쳐야 할 과학에서의 창의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

는지,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에 한 구체 인 안

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시 의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을 

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 장에 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 은 

2010년 5월에 개최한 ‘IT인재 양성 정책 산학연 간

담회’에서 IT 교육 강화와 논리  사고력 향상을 

한 수학·과학 등과 연계된 알고리즘 주의 교재 

개발 추진 계획을 언 하 다.

이러한 시 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한 논리  사

고력의 향상은 학습자에게 필수  사항이다. 논리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해 알고리즘 교육의 개선이 

우선 시 되어야한다. 알고리즘 교육의 개선을 한 

교수-학습법 연구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1.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효과 인 알고리즘 교육을 한 

교수-학습법에 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

로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알고리즘 교육을 한 교수-학습법에 한 모

형을 제시하려는 목 을 하여 설문을 실행하

다. 설문의 결과로 얻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법은 

교육 공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리하 으며, 정리

된 교수-학습법은 학습 과정에 용하여 수업 

시로 설명하 다. 수업 시는 수학  과학 과목

으로 연계한 알고리즘 교육으로 구성하 다. 실질

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 시를 제공하여 알고

리즘 교육의 확장성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주의해야할 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교육안

을 작성할 때 알고리즘의 본질을 정확히 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 분야의 문가가 교재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등의 분야에서 문제해결 능력 방법을 알고리즘 

사고를 통하여 이루게 하는 것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1> 알고리즘과 수학·과학의 계도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문제 해결 과

정을 통하여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알고

리즘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정립된 학습자

는 수학과 과학의 개념 이해를 쉽게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에 의해 수학과 과학의 문제해결 방법

을 알고리즘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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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정보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은 학교와 고

등학교에서 선택과목 형태로 편성되었다. 한 교과

의 목표를 정보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에 두

어 컴퓨터를 생활 도구로 활용하기 한 실용 인 

내용으로 확 하여 교과명을 '정보'로 칭하 다. 알

고리즘 교육은 이러한 실용 인 정보교육에서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기 로 요한 분야이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

고 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4].

정보교육을 해서는 부분  요소나 내용을 서

로 련지어 구조화시키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구조화는 알고리즘  사고에 기 한다. 그러므로 

알고리즘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구조화

를 이루며, 논리  사고를 통하여 창의 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정보교육의 학문  가치는 지식이 스스로 성장

하여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며, 개념 학습을 근거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가

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 인 측면과 더불어 수학

이나 과학 등 다른 학문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한 도구론  정당화가 검토되기도 하 으며, 정

보 교과의 정체성에 한 고찰에서는 본질론  

정당화와 도구론  정당화로 구분하여 정보 교과

의 가치를 제시하 다[5]. 그러나 도구론  정당화 

부분에서 정체성을 입증할 시는 제공되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구론  정당화를 뒷받

침할 수 있도록 실제 수학과 과학의 교과과정에 

알고리즘을 도구로 용하여 설명해 보았다.

정보교육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하여 교

육용 로그래  언어를 용하는 경우 학습자의 문

제 해결력  논리  사고력 향상에 정 인 향

을 주게 된다. 이러한 수업 모형을 하여 스크래치 

로그래 을 용한 개발 차가 제시되었다[6]. 

그러나  연구에서는 스크래치 로그래  사용을 

한 교육 내용과 체험학습 발표 자료를 한 교수-

학습 과정이 제시 되었을 뿐 스크래치 로그래 이 

용된 교과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실질 으로 스크래치 로그래 을 수학 교

과과정에 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 주었다.

2.2 EPL

교육용 로그래  언어 (EPL :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로 개발된 스크래치는 나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2>와 같이 

생각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지속 으로 반복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창의  습 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마치 알고리즘의 학습 내용

이 반복되어 갈수록 더욱 심도 깊은 문제 해결 능력

이 완성되어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그림 2> 스크래치 개념도

스크래치를 사용하여 기본 로그래 의 원리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를 통한 창의성  문제 해결력이 신장되었다는 

선행 연구의 발표가 있었다[7]. 그러나 문제 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 인 교육과정 수립

이 지 되었다. 즉, 획일  교육이 아닌 단계  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며, 나선형 모형

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 다.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자에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학생을 상으로 진행한 EPL 문제 

해결 능력 련 논문[9]에서는 실제  교과과정이 

아닌 IT 캠 에서 진행되는 게임 련 학습 내용

만을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교과 내용

을 용한 스크래치 활용 수업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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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답
변

이  유

1

그

다

∙ 개념 정리가 잘됨
∙ 교육의 효과가 극 화됨
∙ 어떠한 문제에 용 가능한지 정리 가능함

아
니
다

∙ 흥미를 잃을 수 있음
∙ 이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활용 능력이 떨어짐
∙ 이론 교육으로만 끝나면 비효과 임
∙ 실습이 우선되어야함

2

그

다

∙ 확실한 이해가 가능함
∙ 오래 동안 기억할 수 있음
∙ 문제 해결을 한 이해력을 높임
∙ 빠른 이해를 통하여 개념 확립에 도움이 됨

아
니
다

∙ 다양성을 하지 못하고 해결방식을 찾기 어려움
∙ 이해는 빠르나 체계 완성이 난해함

3

그

다

∙ 배운 내용을 교수자에게 확인받으며 실습해야함
∙ 잘못된 개념 수정을 하여 필요함
∙ 실습 후 내용에 해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됨
∙ 집 력을 높이며 연습할 수 있음
∙ 자기 것으로 올바르게 소화하는데 도움이 됨

아
니
다

∙ 수업 시간 후에 개별  실습을 선호함
∙ 복합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해야함
∙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한 후 실습이 진행 되어야함

4

그

다

∙ 학생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 학습 욕구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 해결 과정을 통한 학습을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할 수 있어 지식의 구조화를 
이룰 수 있음

∙ 문제 해결을 통하여 논리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음
∙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하여 자기주도학습(SDL)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음

아
니
다

∙ 단계별 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SDL)을 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임

5

그

다

∙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함
∙ 난이도 조 이 필요함
∙ 학년에 따라 단계 으로 심화되어지는 강의안이 
요구됨

아
니
다

∙ 학년별이 아닌 수 별 구분이 필요함
∙ 동료 학습, 동 학습을 하여 학년별 획일  
강의안은 지양함

∙ 개인별로 단계별, 수 별 학습이 우선 시 되어야 함

<표 3> 설문 응답에 한 이유 

문

항 

응   답 
 설문 내용

그 다 아니다 모른다 무응답

1 알고리즘 교육은 이론 교육을 우선 시 할 때 효과 이다. 28(70%) 12(30%)

2 알고리즘 교육은 제 심의 문제 풀이가 가장 하다. 37(92.5%) 2(5%) 1(2.5%)

3 수업시간 에 개인 인 실습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36(90%) 4(10%)

4 획일 인 강의 방식 보다 PBL을 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38(95%) 2(5%)

5 알고리즘 교육은 학년별 강의안이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57.5%) 15(37.5%) 2(5%)

<표 2> 알고리즘 교육을 한 설문 조사 

3. 사  연구

3.1 연구 방법

효과 인 알고리즘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기 

하여 알고리즘 교육 개선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참여는 컴퓨터 교육과 학생 

 알고리즘 수업을 이수한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설문 상자를 알고리즘의 교육 문가가 

아닌 과목 수강 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알고리

즘과 같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과목

은 학습자의 경험이 요하기 때문이다[10]. 설문

의 결과는 설문 참여자에게 복 응답이 허용된 

것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항목

학년
이론학습 제 심

수업  

실습
PBL 참여자

2 2 7 6 6 7

3 8 10 9 10 10

4 18 20 21 22 23

<표 1> 알고리즘 교수-학습 방법

설문 참여자의 57.5%가 4학년에 해당하 으며, 

이는 컴퓨터 련 과목을 15과목, 45학  이상 이

수한 학생들에 해당한다. 즉, 어느 정도 컴퓨터 교

육에 학 기  지식이 정립된 설문 참여자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기에 설문의 결과는 유의미하다

고 단된다. 설문 조사 결과 가장 효과 인 알고

리즘 교육 방식은 PBL 용 수업으로 나타났다.

3.2 설문 결과

알고리즘 교육에 한 설문조사의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이 정리되었다. 각 문항에 한 답변

의 이유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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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알고리즘 교육을 한 

한 교수-학습 방법에 한 주 식 질문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교수-학

습법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인이 알

고 있는 교수-학습 방식의 폭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었다. 그  4학년 학생들이 2·3학년에 비하여 

많은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 다. 이 조사의 의미

는 통일된 수업방식은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며, 각자 원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다르다는 것

이다. 그러나 PBL 기법은 공통 으로 원하는 수업

방식이었다.

결과 으로 알고리즘 교육은 PBL 기법을 기반으

로 흥미 유발을 구하며, 학습 욕구와 참여도를 높

이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 획일 인 진도를 용하는 것보다 학습자

의 능력 여하에 따라 학습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나선형 학습 

모형을 용하여 진  심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

이 효과 이며, 더 나아가 학습자 각자의 해결방법

을 다른 학습자의 해결 방법과 비교하여 최선의 해

결책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동료 교수법이 

마무리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알고리즘 교육 ISD 모형 

앞에서 언 한 사  연구에 한 분석 결과를 통

하여 알고리즘 교육을 한 ISD (Instructional 

System Design) 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3> 알고리즘 교육 ISD 모형 

제시된 모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교

육의 학습 진도는 나선형 모형으로 이루어지며, 학

습자의 논리  사고가 요구되고, 교수-학습 방법으

로는 PBL, 자기주도학습, 동료교수법을 혼합하여 

제공할 때 학습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4.1 나선형 모델

알고리즘 교육은 진 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향

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선형 모델을 

용하여 학습 진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

다[4].

알고리즘 교육을 한 나선형 모델의 진행 과정에 

따른 세부 학습 략은 <표 4>와 같다.

단계 내  용 세부 학습

1 문제 해결 과정 ∙주어진 문제에 한 해석

2 알고리즘 분석
∙단계별 개념 정리
∙Flow Chart 등으로 주어진 
해결책 검토

3

1 자료의 정렬  탐색
∙Sorting 문제 해결
∙Searching 문제 해결

2 문제 해결 기법 습득
∙Backtracking 
∙Dynamic Programming

3 다양한 문제 해결 ∙복합  문제 해결 

<표 4> 알고리즘 교육을 한 세부 략 

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확장하여 문제 해결 범

를 넓  가는 략이다. 알고리즘 교육의 1단계

는 문제의 정확한 해석으로 시작된다. 문제의 핵

심이 이해되면, 2단계로 문제를 풀기 하여 거쳐

야 하는 차를 구분하여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가 된 차는 flow chart 등으로 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3단계는 용  응용의 단계로 

다시 3개의 하  구조를 갖는다. 우선 3-1단계는 

자료구조를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료 정렬  자료 탐색 등의 학습이다. 알고리즘의 

일반 인 문제를 해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단계이다. 3-2단계는 알고리즘의 다양한 

기법을 학습하여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성을 학

습한다. 문제 해결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다. 마지막 3-3단계에서는 복합  문제 해결이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학습 단계이다. 문제가 단순한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복합 으로 이루

어져 있어도 해결 가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나선형 모형의 특징은 나선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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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제시된 3번째 단계는  

문제에 용되는 기법에 따라 분류될 뿐 하  구조 

단계에서 우선순 를 갖지는 않는다. 를 들어 알

고리즘의 coloring 문제는 3-1단계의 자료 정렬  

탐색 과정의 용 없이 3-2단계의 backtracking 기

법으로 바로 근 가능한 것이다.

4.2 논리  사고

알고리즘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주입식 교육은 일방 으로 

지식을 달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알고

리즘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에게 논리  사고력 

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습된 내용을 기

반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

육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사고(Algorithmic thinking)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순차 으로 나

열  용하는 사고과정이며, 이러한 알고리즘 

사고는 문제를 풀기 한 방법과 차의 구성뿐

만 아니라 문제를 할 때 드는 모든 사고 과정

을 포함한다[11]. 이러한 사고 능력은 반복되는 문

제 해결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축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나선형으로 반복  학습이 용되는 

학습 모형에서 논리  사고의 형성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의 논리  사고력은 검사지를 통하여 

측정 가능하다. 논리  사고력의 검사지는 일반

으로 수학·과학·국어 교과와 연 된 내용을 기반

으로 구성된다[12]. 그러나 검사자가 해당 분야의 

사  지식이 무한 경우에는 검사가 무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논리  사고력을 측정하거나 분

석하는 것의 유의미성을 찾기 힘든 것을 나타낸

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경험이 축 됨에 따라 이

에 따른 논리  사고력이 신장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4.3 교수-학습 방법 구성 

나선형 모델을 용하여 논리  사고를 요구하

는 알고리즘 교육을 해서는 <그림 3>과 같이 

PBL, 자기주도학습, 동료학습 등의 3가지 교수-

학습 방법이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1 PBL(Problem-Based Learning)

PBL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

를 개발하는 것이다. 문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

여 문제 해결을 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학습

자들이 개발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개념 , 기능 , 태도 인 목표를 달성하

도록 고려하는 것이 PBL에서 요한 일이다. 

알고리즘 교육에서의 PBL은 학습자의 수 에 

따라서 문제 개발이 이루어진다. 를 들어 정렬의 

개념을 학습할 때 키순서 정하는 문제, 숫자 정렬 

문제, 이름 정렬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개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심 문제를 학습하기 때문에 

흥미 유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을 

완성했을 때는 학습자 스스로 개발한 문제이었기

에 학습에 한 만족도 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4.3.2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학습 과정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한다. 알고리즘 교육에서 자기주도학

습을 교수-학습 방법에 용하는 이유는 나선형

으로 진행되어가는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

정도는 학습자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

정하고 학습 과정  학습 자원을 결정한다. 학습

자가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

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한 알고리즘의 개념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

4.3.3 동료 교수법

알고리즘 교육에서 동료 교수법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하여 필수 으로 용되어야 한다. PBL

을 용하여 자기주도학습으로 진행된 학습 내용

은 동료학습을 통하여 더 많은 문제와 해결 과정

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고리즘의 

해결책은 한 가지 이상의 답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 교수법을 통한 다양한 해결방

법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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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시

수업의 시로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교육과정을  

알고리즘 교육을 한 ISD 모형에 용하여 보았다.

5.1 수학 분야

수학 분야의 수업 시를 하여 등학교 5학

년 과정  수와 연산에서 최 공약수를 선택하

으며, 그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 공약수 문제 시

주어진 최 공약수의 문제는 <그림 5>와 같이 

스크래치 로그램으로 알고리즘의 개념을 용

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5> 스크래치를 활용한 최 공약수

<그림 5>의 내용은 알고리즘 개념  decrease 

and conquer의 해결 방법을 택하는 Euclid의 알

고리즘이다[13]. 이러한 해결 방법은 등학교 5학

년 학습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교수자

의 설명이 병행된다면 EPL을 통한 구 은 가능할 

것이다.

학습자는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로그래 할 때 <그림 6>과 같은 화면 디자인을 

통한 흥미 유발 효과를 추가 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림 6> 입력 화면

주어진 주제는 최 공약수이며, 이 경우 PBL은 

사과 8개와 귤 12개를 같이 나 어 시에 담을 

때 최  몇 개의 시가 필요한가이다. PBL에서 학

습자는 문제를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심 여부를 용하여 문제를 변형

할 수 있다. 를 들어 동물을 좋아하는 학습자는 고

양이와 강아지로, 차를 좋아하는 학습자는 스포츠카

와 세단으로 하여 문제의 핵심은 공통으로 용하면

서 각자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변형가능하다.

자기주도학습 부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 범 에 해당할 수 있

다. 교수자에게 Euclid의 알고리즘을 학습한 후 이

해가 된 학습자는 그 방식 로 문제 해결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이해 능력이 Euclid의 알

고리즘에 미치지 못한다면, 학습자는 학습자 나름

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 로그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 이해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 본인의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자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하여 동료 교수법

이 요구된다. 해결 방법으로는 Brute Force 기법 

는 backtracking 기법 등 알고리즘의 다양한 기

법이 용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해결 방법을 동

료 간에 교수한 후 교수자가 이론 으로 정리해

다면 학습자들은 한가지의 주제를 통하여 다양

한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각자의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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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 을 마무리 한 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본인의 해결 과정이 정답을 

이끌어 냈을 때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결과로 얻지 못한 학습자의 경

우는 debugging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2 과학 분야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과학과선택 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최소한의 과학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과 연계한 

주제 심의 융합과목인 ‘과학’ 과목을 도입하 다. 

한 2010년 11월 19일 청와 에서 개최된 국가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과학의 경우 개별 

과목 수업이 아닌 통합교육을 실시할 것을 교육 

방침으로 밝혔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시는 7학

년 힘과 운동, 8학년 열에 지, 9학년 일과 에

지, 10학년 물체의 운동을 통합하여 ‘자동차는 어

떻게 움직이는가’로 제시한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리즘  사고로 

정리하기 하여 Flow chart를 활용하여 <그림 

7>과 같이 표 하 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해

서는 시동을 걸어야 한다. 시동이 걸리면 납축

지에 장된 기에 지가 피스톤을 움직이면서 

엔진이 동작된다. 자동차의 엔진은 연료를 태워 

생기는 열에 지를 사용한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한 첫 번째 단계는 열에 지의 공 여부인 것

이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는 8학년 과정인 열에

지에 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열에 지에 한 학습이 완료되면, 열에 지가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도록 역학  에 지로 

환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즉 연료의 화학에 지가 

엔진 내부에서 열에 지로 바 고 이에 따라 피

스톤이 왕복운동을 하면 이것이 다시 회 운동으

로 변환되어 바퀴에 달된다. 바퀴에 달된 에

지는 바퀴를 회 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 

여기서 학습자는 9학년 과정의 일과 에 지를 학

습 할 수 있다.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나아가

게 하는데 필요한 힘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일단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부터

는 훨씬 작은 에 지만을 사용하여도 자동차를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으로 인하

여 자동차에 같은 비율로 에 지를 공 하며 주

행할 때 가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7학

년 힘과 운동을 학습하여 이해 가능하다. 

<그림 7> 자동차 작동 원리

주행하던 자동차를 정지하고자 할 때 운 자는 

이크를 밟아서 연료 공 을 차단한다. 주행을 

한 연료 공 이 단되면 달리던 자동차에 정

지마찰력이 발생된다.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하려고 하는 것이 성이다. 그래서 달리던 자동

차에 이크를 걸어 차체를 정지하는 과정은 

성의 법칙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내

용은 10학년 과정의 물체의 운동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의 사항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기본 사항만을 

용한 내용이다. 핸들 조작이나 기어 변속 등에 

나타나는 과학 원리는 생략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가 세부 인 원리를 학습하고자 할 때 추

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

를 학습하기 하여 복합 인 과학의 원리를 이

해하며 해결 과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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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논의

효과 인 알고리즘 교육을 한 교수-학습 모

형을 제시하 다. 제시된 모형은 알고리즘 개념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교수-학습법이 혼합되어 구성

되었다. 선행 학습된 개념의 이해가 요구되는 조

건을 하여 나선형 모형을 선택하 으며,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논리  사고를 기본으로 용

하 다. 실제 인 교수-학습 방법을 하여서는 

PBL, 자기주도학습, 동료교수법 등 3가지를 용

하여 설계하 다.

설계된 교수-학습 모형은 수학과 과학 분야의 

시를 통하여 설명하 다. 수학의 시를 하여 

최 공약수를 학습에 용하 고, 과학의 시를 

하여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용하 다. 

용된 학습 내용은 실제 학습자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제시된 제

에 한한다. 제시된 제를 통하여 학습자가 수학

과 과학 분야에서 알고리즘  사고를 통하여 문

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 으로 설계된 교수-학습 모형이 수학과 과

학 분야에 용될 때 효과 인 알고리즘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남은 과제는 교수자가 제시된 모형

을 실제 교육 장에 용하는 것이다. 실질  

용을 하여 교과과정에 맞는 학습 내용을 설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설계를 담당 교과목에서 

진행할 것인지, 컴퓨터교육 측에서 진행해야 할 

것인지 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 으로 알고

리즘  사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담당 교과목에서 

진행한다하여도 컴퓨터교육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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