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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교과에서 컴퓨 사고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보 교과 문제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정보 교과 

문제의 유형과 사례, 정보 교과 문제 해결을 한 교수학습방법 등에 하여 탐구하 다. 정보 교과 문제에 해 

알아보기 , 먼  타 교과에서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 종류, 문제 해결의 요성에 하 조사하 다. 이러한 조

사를 바탕으로 정보 교과는 컴퓨 사고력과 컴퓨  워를 통해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문

제에는 카운  문제, 결정 문제, 검색 문제, 최 화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컴퓨  과학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알고리즘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 즉,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과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을 제

안하 다. 선생님들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

상화, 자동화, 일반화 등의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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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mputer science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computational thinking. It also explored types and cases of both computer science problems and teaching learning 

methods to solve computer science problems. Before studying computer science problems, I examined the defi-

nition, type, and the importance of problem solving in other subjects. Based on this research, We found that in-

formatics can solve ill-structured problems through computational thinking and the power of computing. This in-

cludes counting, decision, retrieval, and optimization problems. Teachers can improve their students' skills in com-

putational thinking, particularly as related to abstraction, automation, and generalization, by choosing the appro-

priat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r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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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 사고력은 컴퓨터의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깊은 사고를 융합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문

제를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해 

깊은 사고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추상화한 후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 후 로그래 을 통해 컴퓨터를 작동시켜 구

하게 된다[7].

여러 학자  학회에서 제시한 컴퓨 사고력의 구성 

요소를 고찰하여 한국정보교육학회의 ‘정보과 교육과정 

표  모델 개발'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5], <Table 1>

과 같이 컴퓨  사고력 역의 첫 단계에 문제 분석에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문제 분석’은 컴퓨 사

고력의 역의 출발 이자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매우 

요한 단계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며, 

‘문제’에 한 이해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컴퓨 사고

력과 련해 ‘문제’에 한 내용은 추상화 나 자동화 등 

역 내 다른 개념들에 비해 매우 부실하게 다 져왔다. 

이 때문에 정보과에서 컴퓨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다

른 도구가 아닌 컴퓨 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장 에 한 설득력도 부족했다.

더불어 알고리즘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수학습방법도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SW교육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12]에서 SW교육 교수학습 모델로 

시연 심모델(DMM 모델), 재구성 심모델(UMC 모델), 

개발 심모델(DDD 모델), 디자인 심모델(NDIS 모델), 

CT 요소 심모델(DPAA(P)모델)을 제시하 다. 제시

한 교수학습모델들은 로그래   자동화는 강조하고 

있지만, 컴퓨 사고력의 핵심인 추상화와 련된 알고리

즘 기반의 문제 해결력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 즉, 해당 

교수학습모델들로 로그래  방법은 학습할 수 있으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알고리즘 기반의 사고력

을 증진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요하게 논의되어 오지 

않았던, 컴퓨터과학에서 컴퓨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란 무엇인가에 한 정의와 함께, 컴퓨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기반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 다. 

구체 인 연구의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 교과의 문제 이해와 해결 방법에 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컴퓨터과학 문제의 이해와 특징, 유형에 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셋째, 컴퓨 사고력 향상을 한 알고리즘 기반 교수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Area Element Description

Problem 

analysis

Understanding 

problem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target status of problem. 

Problem 

definition

Identifying problem situations 

and expressing problem
Problem 

decomposition
Decomposing complex problem

Data analysis

 Data 

collecting

Collecting data for solving 

problem

Data 

representation

After analyzing the data, it is 

expressed as words, texts, 

pictures, etc.

Data structure
Structuring analysis results by 

making tables or graphs

Abstraction

Pattern 

analysis

Founding recurring ele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Logical 

reasoning

Predicting the results of 

algorithm and program

Modelling
Eliminating unnecessary 

ele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Abstraction

Simplifying and represent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required 

for solving the problem

Algorithm

Express the problem-solving 

process in diagrams, flowcharts, 

and pseudocode

Automation

Programming
Write a program to solve the 

problem

Debugging Find and fix the program errors

Automation
Solving the problem through 

programming

Generalization

Optimization
Improve with better 

troubleshooting

Evaluation

Determine whether the problem 

is solved effectively for the 

purpose

Applying
Apply the solving methods to 

similar problems

<Table 1> Area of Computa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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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이해와 해결

컴퓨터과학에서 컴퓨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에 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가르

치기 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기 해 먼  타 교과

에서 다루는 문제의 개념과 유형, 그것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분석하 다. 

2.1 문제의 이해

Jonsassen(1997)은 문제를 다양성을 기 으로 크게 

구조화된(well-structured) 문제와 비구조화된(ill-struc-

tured) 문제로 구분하 다[11].

첫째, 구조화된(well-structured) 문제는 문제 진술에 

문제에 한 모든 요소가 제시되고, 문제 진술에 구체화

된 문제의 범 가 나타나며, 수렴 인 답을 가지는 문제

이다. 정보의 취사선택과 문제의 모든 조건 사이의 련

성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개연 인 곳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해를 가진다[25].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는 상황의 측면

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Chi & Glasr, 1985), 보다 

실 이고 실제 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개방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하기보다는 복잡한 상황이 제시되는 

문제이다. 한, 실제성과 복잡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특정한 실세계의 맥락이 구체화되지 않은 문제 상황으

로 만들어져 학습자로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한 해를 찾도록 한다[9]. 

모든 문제가 반드시 일정한 유형에 따라 완 하게 분

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문제들은 여러 유형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문제의 종류와 특성을 연구하고 이해하여 다양한 유형

의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으로써,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13].

타 교과에서 다루는 문제를 이해하기 하여, 정보 

교과와 가장 련이 깊은 수학과 과학에서 다루는 문제

를 심으로 분석하 다. 즉, 수학에서 다루는 문제, 과

학에서 다루는 문제에의 개념과 유형에 하여 선행 연

구를 분석하 다. 

2.1.1 수학 문제

수학과는 정보 교과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문제해

결을 한 구체 이고 체계 인 차를 만들어내는 방

법을 강조하고 있다[4]. 수학에서의 문제는 처음에는 정

확한 해법을 알지 못할 수 있으나, 해법의 결과를 요하

는 개인 는 단체에게 부과된 양 인 장면(quantitative 

situation)이라 말할 수 있다. 수학  문제는 식이나 수

학  사실들과 같이 주어진 것(givens)이 있으며, 그것

을 다른 식으로 환하는 연산(operating)이 있고, 마지

막에 발견하려는 목표(terminal goal)가 있다[13]. 이러

한 수학  문제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형 

문제, 비정형 문제, 실생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16].

첫째, ‘정형 문제’는 이미 제시된 일반 인 알고리즘을 

회상하고 그 변수에 특별한 수치를 입하여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로, 이미 알려진 해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비정형 문제’는 문제해결 략의 사용이나 공

식화되지 않은 독자 인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로서 문제로, 공식화되지 않은 독자 인 해결 방법

을 요구하므로, 해결 자체보다는 그 해결 과정이 더욱 

요하다. 

셋째, ‘실생활 문제’는 취 하는 소재가 학생의 실생

활에서 얻어지며 그 해결법은 정형 , 비정형  방안을 

모두 요구하는 문제로, 학생들로 하여  수학  지식과 

문제해결 략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보게 한다.

2.1.2 과학 문제

정보 교과는 과학 교과도 한 련성이 있다. 정

보 교과에서 다루는 정보  산의 이론  기 와 그

것을 구 하고 응용하는 기술은 과학  근거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이다[22]. 과학에서의 문제는 ‘이론과 양립

하지 않는 찰 혹은 실험 간의 불일치’이다. 불일치란 

이론과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 이론들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한다[10]. 과학 교과에서는 인식된 문제가 탐구의 

시작이며, 탐구의 과정이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입

증하는 과정이다[19].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문제인 탐구 문제는 5가지 유

형이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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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로운 결과 탐구 문제’는 측정 방법이나 범 , 

실험 상황 등을 변화시키면 어떠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알아내는 문제이다.

둘째, ‘ 계 탐구 문제’는 주어진 실험 상황에서 얻은 결

과들 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문제이다.

셋째, ‘왜-어떻게 탐구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 인과  변인을 찾아보거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러

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문제이다.

넷째, ‘ 용 탐구문제’는 주어진 상황이나 결과가 다

른 상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알아내

는 문제이다.

다섯째, ‘실험방법 탐구문제’는 구체 인 측정 방법이

나 실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알아내는 문제이다.

2.1.3 컴퓨터과학 문제

컴퓨터과학은 구조화된(well-structured) 문제는 물

론,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를 가장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다. 비구조화된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  정보를 재조직하고 사고를 명확히 하여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하고, 문제 해결을 한 안들을 평가하

여 가장 합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 컴퓨 시스

템을 활용할 경우 보다 효율 으로 해결될 수 있다. 

컴퓨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컴퓨터과학 문

제는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이면서, 로그래  

언어와 연 된 컴퓨 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어야 한다. 컴퓨  문제에서 우리는 기호 {0,1}을 부호

화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조건을 만족

하는 해를 출력할 수 있다. 즉, 컴퓨  문제에서 출력은 

주어진 조건과 입력을 만족시켜야 한다[14]. 컴퓨 을 

통해 해결 가능한 정보 교과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첫째, 실제성(authenticity)으로, 일상생활과 학교 밖

의 실 상황을 묘사한 과제  문제가 일치하는 것

(Fitzpatrick & Morrison, 1971)을 의미한다.

둘째, 복잡성(complexity)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

구되는 개념, 원리, 법칙 혹은 이들이 어떻게 조직되는

지에 하여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셋째, 개방성(openness)으로, 문제 해결에 하여 여

러 개의 평가 거가 존재하며, 한 행동을 한 명

확한 수단이 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과학의 문제  표 인 유형에는 의사결정의 

문제, 카운 의 문제, 검색의 문제, 최 화의 문제가 있

다. 물론, 컴퓨터과학의 문제가 이 4가지 유형으로 모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분의 실생활 문제들은 4가

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첫째, 의사결정의 문제는 입력 값에 한 ‘ ’ 는 

‘아니오’로만 출력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소수인지

를 확인하는 문제가 표 이다[23]. 의사결정의 문제는 

일반 으로 답이 ' '인 모든 사례들의 집합으로 표

된다. 즉, 소수는 {2, 3, 5, 7, 11, ...}같은 무한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에 특정 숫자가 해당 집합에 존

재하는지를 단하여 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

으로 해결이 가능한 의사결정 문제는 가치 단의 문

제가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의 문제와 연계되며, 가장 간

단한 문제는 단순 분기 구조이다. 입력된 자료가 특정 

속성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오직 2가지로만 

응답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  쉬운 문제이지만, 요한 

이론을 만드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3].

둘째, 카운 의 문제는 가능한 해결책들의 수를 찾는 

것으로, 주어진 수식이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결 방법

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1]. 를 들면, 자연수 

n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것이다[21]. 컴퓨 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한 작업을 통해 특정 자연수의 약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연수 n을 나 어떨어지게 하는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컴퓨터가 일일이 탐색해보게 하

는 로그램을 작성하면 된다. 컴퓨터는 매우 짧은 시간

에 빠른 속도로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검색의 문제는 원하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 뿐

만 아니라, 실제 해결 방법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를 들면, n개의 정수를 배열로 장해 두고, 원하는 

정수 k가 장되어있는지, 만약 장되어 있다면 첫 번

째 치를 출력하게 할 수 있다[20]. 검색의 문제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완 한 

일치하는 것을 찾는 유형과, 주어진 부울 수식을 만족시

키는 해답을 찾는 유형이다[2].

넷째, 최 화의 문제는 문제에 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

는 것으로서 특정 조건에 맞는 최소값과 최 값을 찾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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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를 들면,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는 

물건을 매하기 해 여행하는 세일즈맨의 문제로, 최소

한의 비용으로 n개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물건을 팔기 해

서는 어떤 순서로 도시를 순회해야 하는지 구해야 하는 문

제이다. TSP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표 인 난제로, 정보 

교과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8].

2.2 문제의 해결

다양성을 기 으로 분류한 Jonsassen의 구조화된 문

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를 심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

아보면 다음과 같다[11]. 

첫째, 구조화된 문제는 문제에 한 모든 요소를 제

시하며, 해결 과정이 미리 정해져 있다. 한, 구조화된 

문제는 제한된 한도에서 언 이고 처방 인 방식으로 

조직된 제한된 수의 규칙  원리의 용을 유도하여 

수렴 인 답을 가진다[24]. 를 들면, 특정 넓이의 벽면

에 동일한 크기의 타일을 붙이려고 할 때, 타일이 몇 개

가 필요할지를 구하는 문제 등이 있다.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는 하나 이상의 문제 요소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불확실하여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불

명확한 목 과 제약을 가지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

념, 규칙, 원리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가 불확실하다

[24]. 를 들면, 특정 제조사가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다양한 시제품을 만드는 사례가 그러하다. 비구조

화된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법을 가지거나, 혹은 해를 

 갖지 않고 해결법을 평가하는 여러 거를 가진다. 

비구조화된 문제는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사용된 규칙, 개념, 원리들은 일 성이 없고, 일

반 인 원리나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24].

컴퓨터과학에서도 타 학문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은 컴퓨 을 통해 해결 가

능한 의사결정의 문제, 카운 의 문제, 검색의 문제, 최

화 문제 등을 심으로 다룬다는 이다. 한, 그 해

결 방법이 정확한 답을 얻었는지, 가장 빠르고 논리 인

지, 시간이나 메모리 등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했는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지 등을 컴

퓨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7]. 

3. 알고리즘 기반 교수학습방법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앞서 

나열한 컴퓨터과학의 문제를 학생 수 에 맞게 제공하

고, 학생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기

반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차인 알고리

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

다. 즉, 알고리즘 설계 방법인 탐색기반 설계와 계기

반 설계를 심으로[18] 교사들이 어떤 차에 따라 학

생들을 지도해야 할지를 제시하 다.

3.1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은 문제를 탐색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한 후, 문제 해결 방법을 지도할 때 유용하다. 

3.1.1 절차

탐색기반 설계 과정을 바탕으로 한 탐색기반 교수학

습방법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제시’ 단계에서는 문제 상항에서 해결할 

문제를 악한다. 교사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  

문제가 탐색기반 설계로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에 주어

진 조건은 무엇인지, 최종 으로 출력해야 할 해는 무엇

인지를 이끌어낸다.

둘째, ‘구조화’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탐

색할 자료가 장되어 있는 구조를 악한다. 탐색의 

상이 되는 구조가 배열이나 연결리스트로 표 될 수 있

는지, 트리나 그래 의 형태로 표 될 수 있는지 등을 

단한다. 일반 으로 자를 선형구조, 후자를 비선형

구조라 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에 배열, 연결

리스트, 트리, 그래  등에 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한다. 문제에서 탐색 구조가 명시 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쉬운 문제에 속하며, 탐색 구조가 직  드러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체 으로 구조화해야 

하는 경우는 비교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18]. ‘구조화’ 

단계는 추상화와 가장 련이 깊은 단계이며, 어려운 문

제일수록 구조화를 해 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므로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의 핵심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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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 ’ 단계에서는 구조화한 것을 로그래 을 

통해 구 한다. ‘구조화’ 단계가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차와 방법을 단

순화하여 알고리즘으로 표 하는 '추상화'와 연 되어 

있다면, '구 ' 단계는 로그램을 작성해 문제를 해결

하는 단계로서 로그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탐색’ 단계에서는 ‘구 ’ 단계에서 작성한 로

그램에 값을 입력하여, 컴퓨터가 해를 탐색하도록 로

그램을 실행한다. 이 때, 한 두 개 정도의 간단한 값을 

입력하여 자신이 설계한 로그램이 의도 로 실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해의 집합을 탐색하며 최 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이다.

다섯째, ‘반성’ 단계에서는 구조화와 로그래 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고, 더 편리하거나 효율 인 방법은 없

었는지에 해 탐구한다. 하나의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

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확장된다.

3.1.2 사례

를 들면 1부터 n까지의 숫자 에서 8이라는 숫자

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악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

을 해결하기 한 차를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을 통

해 지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가 요구된다. 

첫째, ‘문제 제시’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제한된 범  

내에서 특정한 숫자를 탐색하도록 하는 문제이므로 탐

색기반 설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

게 한다. 한,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문제를 해결하

기 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최종 으로 출력해

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등의 발문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구조화’ 단계에서는 문제의 난이도, 학생이 정

보 교과 문제를 해본 정도, 학생의 연령에 따라 발문

의 수 을 조 해야 한다. 를 들어, 정보 교과 문제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나, 상 으로 연령이 낮은 등

학생에게는 ‘이 문제의 답을 컴퓨터가 일일이 탐색하게 

만들기 해서는 문제를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주는 게 

좋을까?’등의 발문으로 구조화를 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구조화를 어려워하더라도 교사가 곧바로 정답을 제시하

기 보다는, 학생들이 최 한 스스로 문제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의 경우는 

숫자 리스트를 모두 문자열로 변환하여 합친 뒤, 합쳐진 

문자열에서 8이라는 문자가 몇 개인지 조사하는 방법으

로 구조화할 수 있다[6]. 

셋째, ‘구 ’ 단계에서는 구조화한 내용을 로그래

을 통해 구 한다. 이 교수학습방법의 목 은 학생들의 

로그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컴퓨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구

조화한 내용을 로그램으로 설계하는 것을 어려워할 

경우, 교사가 극 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요하다. 구

조화에 성공했으나 로그래 에 실패하면 학생들이 학

습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탐색’ 단계에서는 설계한 로그램에 문제에서 

제시한 입력값을 입력하여, 컴퓨터가 최 의 해를 탐색

하게 한다. 이 문제에서는 합쳐진 문자열에서 8이라는 

문자가 몇 개인지 로그램이 ‘탐색’하도록 한다.

다섯째, ‘반성’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

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

들의 해결 방법을 듣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3.2 관계기반 교수학습방법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이 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해의 집합을 탐색하며 최

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 합한 교수학습방법이라면,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은 해를 구하는 행 를 하나의 함

수로 표 하고 이 함수들의 계를 이용해 해를 구하도

록 할 때 합하다[17]. 즉,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은 학

생들이 문제의 정의  상태를 함수로 정의하고 이 함

수들 간의 계를 표 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3.2.1 절차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의 차는 문제 인식, 함수화, 

계 발견, 구   실행, 반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제시된 문제를 악한

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문제를 계기반 설계로 해결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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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시된 문제를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 함수들 간

의 계를 화식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표 할 수 

있는지를 단한다.

둘째, ‘함수화’ 단계에서는 문제의 정의  상태를 함수

로 정의하게 한다. 보통 입력 값이 n인 문제의 해를 f(n)으

로 정의한다. 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가 무엇인지 학생

들이 정확하게 악하고 f(n)을 정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계기반 설계는 수학  귀납법의 논리를 따르

므로, f(n)의 정의에 의해 f(1)을 직  구한다.

셋째, ‘ 계 발견’ 단계에서는 f(k)를 이미 구해두었다

고 가정하고, f(k)를 통해서 f(n)을 구한다.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임의의 자연수를 입하여 계를 찾도록 한 뒤, 

이를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를 들어 f(7)과 f(8)을 

나타낸 뒤, 둘 사이에 모든 함수식에 일반화할 수 있는 

계를 악하면 이를 f(k)와 f(n)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k를 문제에 따라 한 형태

로 설계해야 한다는 이다[17]. 이 과정에서 추상화와 

일반화의 사고는 필수 이다.

넷째, ‘구   실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함

수식을 로그래 을 통해 구 하고 해를 구한다. 탐색

기반 교수학습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교수학습방법 역시 

학생들의 로그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컴퓨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 이 있다. 따라서 이 단계

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함수식을 로그램으로 설계하는 

것을 어려워할 경우, 교사가 극 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함수식을 완성했으나 로그래 에 실패하면 학

생들이 학습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반성’ 단계에서는 함수식이 잘 정의되었는지, 

로그래 이 잘 되었는지 평가한다. 한 더 편리하거나 

효율 인 방법은 없었는지 탐구해본다. 계식을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설계방법

에 따라 계산량이 달라지므로[17] 학생들이 각자 세운 함수

식에 해 토의하면서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다.

3.2.2 사례

를 들면, 임의의 정수를 입력받아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로그램을 작성할 때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을 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계기반 설

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단한다. 를 들어 

제시된 문제의 경우, “임의의 자연수 k를 가정하고, ‘1부

터 k까지의 합’과 ‘1부터 k+1까지의 합’의 계를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한다.

둘째, ‘함수화’ 단계에서는 문제의 정의  상태를 함

수로 정의하게 한다.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1부터 n까지의 합’이므로, 그에 맞게 함수 f(n)을 

f(n)=‘1부터 n까지의 합’으로 정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이 함수식을 정의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도 

교사가 곧바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함수식을 

정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

다. f(n)을 정의했다면, 정의에 의해 f(1)을 구한다. 이 

문제에서 f(1)=1이다.

셋째, ‘ 계 발견’ 단계는 이 교수학습방법에서 가장 

핵심 인 단계이다. f(k)를 이미 구해두었다고 가정하고, 

f(k)를 통해 f(n)을 구해야 한다. 이 문제의 경우 n이 자

연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k를 n-1이라고 가정할 수 있

다. n에 임의의 자연수 11을 입하고, f(11)을 f(10)과의 

계로 나타내보면, f(11) = f(10) + 11이 되고, 이를 일

반화 하면 f(n) = f(n-1) + n이 되는 계를 발견할 수 

있다[17]. 함수식의 계를 발견하는 것이 계기반 설

계에서 가장 요하므로, 교사는 단계 인 발문과 비계

를 통해 학생들이 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구   실행’ 단계에서는 설계한 함수식을 

로그래 을 통해 구 하고 해를 구한다. 마찬가지로, 

로그래 이 정확히 되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 임

의의 수를 입력하고 결과가 제 로 출력되는지를 통해 

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 ‘반성’ 단계에서는 함수식이 잘 정의되었는지, 

로그래 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탐구해본다. 를 들어, 이 문제의 경우 앞에

서 f(k)를 f(n-1)로 정의하 지만, f(k)를 f(
 )이라고 정

의할 경우 함수식이 다르게 표 된다.

처음에는 탐색기반 설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계기반 설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하여 제시하

고, 학생들이 해결 방법을 익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 으로는 유형과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학생들이 그 문제를 탐색기반 설계로 

해결할지, 계기반 설계로 해결할지 단하고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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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한 능력이 진정

한 의미의 문제해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컴퓨터과학에서 컴퓨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

제’란 무엇인가에 한 정의와 함께, 컴퓨 을 통한 문

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 방법, 컴퓨  문제 해결을 

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 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구조화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비구

조화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다른 교과와 달리, 

정보 교과에서는 구조화된 문제는 물론 비구조화된

(ill-structured) 문제도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정보 교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로그래  언어와 

연 된 컴퓨 으로 해결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보 교과 문제라 하며, 정보 교과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보 교과 문제에는 카운  문제, 결정 문제, 검

색 문제, 최 화 문제 등이 있다. 카운  문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결책들의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 결정 문제

는 입력 값에 한 ‘ ’ 는 ‘아니오’로만 출력 값이 나

타나는 문제, 검색 문제는 주어진 그래  는 조건에서 

완 한 일치를 찾거나 가능한 한 그것을 만족시키는 해

답을 찾는 문제, 최 화 문제는 용어와 같이 문제에 

한 최상의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정보 

교과 문제가 모두 제시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하기도 한다.

셋째, 정보 교과 문제를 해결하며 학생들이 컴퓨 사

고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알고리즘 기반의 교수학습방

법을 제안하 다. 탐색기반 교수학습방법은 문제를 탐

색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한 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

하고,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은 학생들이 문제의 정의 

 상태를 함수로 정의하고 이 함수들 간의 계를 

화식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표 하는 방법을 익히도

록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 교과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학생들은 문제 분석, 추상화, 자동화, 일반화 등의 컴

퓨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컴퓨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구조화된 

문제를 편리하고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컴퓨터과학만의 문제 해결 방법

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수학습방법의 목

은 결코 로그래  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 아니

라, 알고리즘 기반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한 것이

다. 따라서 교사는 로그램 작성을 한 문법이나 기술

보다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한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을 맞추어야 한다. 한,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해 교사들이 탐색기반 교

수학습방법과 계기반 교수학습방법을 실생활 문제 해

결에 용하고, 그에 따른 문제 을 개선해 나간다면, 

알고리즘과 로그래  심의 SW 교육 내실화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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