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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컴퓨터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 알고리즘의 교육을 위해 발견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였다. 발견학습을 통해 알고리즘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
하여 알고리즘적인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자들도
컴퓨터 알고리즘 교육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략을 적용한 결과 알
고리즘 학습에 대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적용된다면 초등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알고리즘 사고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 론

국가의 정보화 요구에 따라 ICT 교육이 활성화 되었다. ICT 소양교육과 활용교육으
로 구분하여 재량시간과 타교과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닝
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부단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교육의 방향이 소양 교육보다는 활용교육에 치우쳐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타교과에서의 ICT활용은 정보기술
의 근간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보다는 피상적이고 기초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것
은 정보기술의 소양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볼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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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은 단순히 정보기기의 단순한 이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준의 교육에
서 탈피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기술을 이해하
고,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생산적인 가치를 높이고 새
로운 정보의 생성을 통해 지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는 활용교육에서 탈피하여 정보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과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
컴퓨터 과학에서 기반이 되는 분야는 알고리즘 분야이다. 알고리즘은 학습자의 문
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문 영역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알
고리즘 지도 방안은 학습자가 이해해야 할 내용을 최종 결과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 스스로 조직하고 발견하도록 요구한다. 즉 발견학습을 통하여 규칙성 발
견이나 새로운 개념의 탐색 능력을 형성하여 알고리즘의 개념과 절차적 사고력을 신
장시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교육에서 핵심 영역인 알고리즘을 지도하기 위한 효과적
인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알고리즘의 이해
초등학생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내용을 선별하고 분석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
헌을 조사할 수 있으며 국내외 컴퓨터 학회 및 정보영재관련 홈페이지에서 알고리즘과
관련 분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 관련 대학교의 강좌와 국내외 정보올림피
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한 연구에 의해 알고리즘 학습 영역은 크게 정렬, 탐
색, 스트링 매칭, 그래프, 동적프로그래밍, 병렬처리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되었다[1].
정렬의 경우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정렬, 쉘 정렬, 퀵 정렬, 합병 정렬, 히프 정
렬, 분포에 의한 정렬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으며 탐색은 순차탐색, 무작위 탐색,
이진탐색, 해싱 등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링 매칭은 직선적 알고리즘, 라빈-카프 알고
리즘, KMP 알고리즘, 보이어-무어 알고리즘으로 나뉘었으며, 그래프 분야는 깊이우선
탐색, 너비우선 탐색, 최소 신장 나무, 최단 경로, 포드-폴커슨 방법으로 구분되었다.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행렬의 곱셈, 최적 이진 탐색 나무, 스트링 편집 거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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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병렬 프로그래밍에서는 최소값 찾기, 리스트 순위 부여, 그리고 접두부 부분
합 계산으로 구성되었다[1].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생들에게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핵심적인 내용만 선정하여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CM과 IEEE에서 개발된 Computing Curricula 2001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은 <표 1>
과 같이 영역을 구분하여 세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6].

<표 1> ACM의 컴퓨터 알고리즘 분야
영역

세부 알고리즘



Simple numerical algorithms



Sequential and binary search algorithms



Quadratic sorting algorithms



O(N log N)sorting algorithms



Hash tables



Binary search trees



Representations of graphs



Depth and breath-first traversals



Shortest path-algorithms



Transitive closure



Minimum spanning tree



Topological sort

selection, insertion
quick sort, heap sort, merge sort

Floyd's algorithms

2. 발견학습 모형
발견학습은 학생들이 기존의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
고자 하거나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보를 탐구, 조작, 변환하는 데 적용하
는 효과적인 수업 모형이다. 발견학습에서는 일련의 행위나 원리는 정교화 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공된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된다. 제시된 단서를 토
대로 전체 원리나 법칙 등을 발견한다.
브루너는 발견학습 모형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할 내용을 최종 결과형태로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조직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어떤 교과의 내용을 가르칠 때, 기본 원리나 핵심 개념을 교사가 찾
아내어 이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과학자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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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발견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3].
정보교육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정보 기술과 관련된 기초 개념, 사실, 경험, 법칙, 원
리, 이론 등을 소재로 하여 기존의 법칙이나 새로운 법칙이나 원리, 공식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구조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화 하는 방법에 관한 학문으로서 인간과
컴퓨터의 자료 표현과 정보의 처리 방법의 차이를 나타내는 좋은 분야이다. 인간은
직관력, 감성, 지혜를 장점으로 갖는다면 컴퓨터는 속도, 정확성, 논리성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유리한 자료와 컴퓨터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르게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이 불편하고 복잡해 보이
기 때문에 자료구조화와 처리에 있어 컴퓨터의 과정이 느려 보이지만 실제 그 속도는
엄청 빠르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컴퓨터와 인간의 사고 과정이 다를까라는 질문에서도 인간이 병렬처리를 하고 컴퓨
터가 직렬처리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병렬 처
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른 직렬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
교육에서의 발견학습은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 인간과 컴퓨터와의 관계 등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에는 컴퓨팅 알고리즘을 컴퓨터 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언플러그드 컴퓨팅 알고리즘 학습방법도 소개되고 있다[4][5][7].

Ⅲ.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 설계

1. 발견학습 교수 ․학습 전략
정보교육에서 발견학습의 전략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한 발견과
약한 발견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한 발견학습은 학습 전체가 하나의 알고리즘
원리나 법칙 등을 발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때 교사가 제시한 자료나 사례만을 가
지고 학습자 독자적으로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다. 약한 발견학습은 알고리즘 학습의 일
부분 중의 원리나 법칙 등을 발견하고 다른 내용은 직접교수나 선행조직자, 문제 해결
학습 모형과 같은 다른 모형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때 교수자의
절차적 도움으로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 중에 포함된 알고리즘의 원리를 발견한다.
일반적인 발견학습 모형의 절차는 문제인식, 예상, 검증, 일반화, 적용의 단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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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이때 예상과 검증 부분은 반복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는 작
업이 이루어진다.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발견학습 교수․학습 전략은 기본 발견학습 모
형의 단계에서 알고리즘이 가진 특징과 사고력 수준에서의 절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발견학습 전략 전개 과정
단계

학습 과정

학습활동
◦선행 알고리즘 개념과 원리를 재생하기
◦공부할 알고리즘 문제 재생하기
∙문제, 예습과제, 자작 문제 제시
∙알고리즘 학습장면의 설정 ∙학습문제의 명확화

문제
인식

선수학습 확인
문제의 제시와
유형 인식

예상

◦기초 자료 분석 및 최종 결과값 확인
해결방안의 예상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구상하기
해결결과의 예상 ◦해결 방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 보기
해결방향과 순서 ◦결과의 예상에 대해 직관적으로 문제해결 방향과 순서
정하기

검증

해결하기
검증하기
규칙발견
결론도출

처리절차
일반화 타당성 검토
문자 및 기호화

적용
및
평가

◦수립된 해결 계획에 따라 문제 해결하기
◦예상된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기
◦컴퓨터로 해결 과정을 다시 살펴보기
◦알고리즘의 규칙 발견하기
◦알고리즘의 복잡도, 효율성 검증하기
◦결론을 이끌어 내기(논리적 추론)
◦결론으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기
◦결론을 기존 개념과 원리 등에 대입시키기
◦발견한 알고리즘의 원리, 법칙, 성질, 공식 등을 문자,
기호화

◦알고리즘의 정착, 숙련을 위하여 연습문제를 해결하기
개념, 원리,
◦발견된 알고리즘을 유사 사태에 적용하기
법칙의 응용
◦기존의 학습 알고리즘의 내용에 포함하기
새로운 과제제시 ◦복습과제 ∙학습목표 도달자 : 발전적 과제
∙학습목표 미달자 : 기초적 과제

초등학생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에서 발견학습을 적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실제 초등학생에게 적용된 수업에서 수집된 이러한 주의 사항은 효과적
인 발견학습 전략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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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학습을 이용한 수업의 과정 중에 제시된 원리나 법칙을 먼저 발견한 학생들은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 선생님과의 약속
에 따라 학생들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 원리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에
비로소 그 원리나 법칙을 발표하도록 선행 약속을 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
견학습을 알고리즘의 원리와 법칙들이 소수의 선행 발견 학습자에 의해서만 이해가
이루어지고 다른 학생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수업이 될 있다. 이러한 대
안으로 발견한 것에 대해서 오답이든 정답이든 말하지 않고 글로 쓰기, 게시판에 올
리기, 메일로 보내기 등으로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시된 개념, 문제, 법칙 또는 원리를 발견한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
의 학생이 발견을 너무 쉽게 한 경우 대안적 수업이나 관련 자료의 난이도를 어렵게 제
시하고 많은 학생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 대안적 힌트 제시를 꾸준히 제시하여 수업
의 목표에 맞추어야 한다. 발견의 수준에 대한 설정은 모두 근본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자연스런 수준이 생길
수도 있으나 환경적이고 경험적인 차이에 따라 교사가 융통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강한 발견학습을 적용하여 전체 차시에 모두 알고리즘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학습을
진행할 때 여러 번의 문제나 사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 할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학습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
제도와, 칭찬, 그리고 재미있는 자료 준비하여 동기부여 및 흥미유발, 도전의식이 생
기도록 해야 한다.
발견학습은 결과와 결론으로 학습되기보다 학습의 과정 그리고 발견의 기쁨에서 학
습이 일어나고 지식이 전달되며 알고리즘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콘
텐츠를 전달하거나 따라하기 식의 학습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과 서
로에게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를 통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원리 발견 후 프로그래밍 실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한 가지의 코딩 방법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해
결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학습자에게 융통성과 적응력, 그리고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알고리즘 학습 선정 및 설계
앞서 분석된 알고리즘 학습 분야 중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역을 기초 알고리
즘, 순서와 배치, 경로와 길, 최적화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정렬, 탐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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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디와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스트링 매칭과
동적 프로그래밍, 병렬처리 프로그램 등은 중, 고등학생들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학습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들의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정렬 알고리즘을 포함한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
여 알고리즘 학습 내용을 <표 3>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리고 재구성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학습내용을 세분화 하였고 관련활동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설
계의 기본 골격은 활동주제, 학습내용, 관련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알고리즘 학습 내용 설계
학습영역

학습내용

기초 알고리즘

기초 알고리즘 4개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초 알고리즘의 기본 원
리를 발견한다.

순서와 배치

순서와 배치, 검색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 삽입, 퀵, 쉘, 버블
정렬 그리고 순차, 무작위, 이진 탐색의 원리를 발견한다. 또한
분할 및 정복을 위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경로와 길

효과적인 경로와 길을 찾는 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최소비
용과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발견한다.

최적화

발견한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해하고 시간과 공간의
최적화를 발견한다. 다양한 최적화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그림 1]은 알고리즘 학습의 계열을 나타내고 있다. 선수학습은 알고리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구조와 순서도 그리고 기초 수학을 학습하게 된다. 본 알고리즘 학습
후에 후속학습은 최적화 및 응용, 설계와 모델링, 프로그래밍을 통한 실습을 학습하게
된다.
선행학습
자료구조
순서도
기초수학

알고리즘학습

후속학습

기초 알고리즘
순서와 배치
경로와 길
최적화

최적화 및 응용
설계와 모델링
프로그래밍

[그림 1]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계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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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리즘 교수 ․학습 전략 개발의 사례
알고리즘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서와 배치를 위한 정렬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숫자의 정렬이나 문자의 정렬은 자
료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 정렬의 방법을 인간의 직관적 사고를 기준으
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구조(램, 레지스터, CPU등)의 기반 하에서 운영되
도록 하여 디지털 정보처리의 원리나 규칙, 법칙을 발견하도록 한다. 다른 알고리즘의
경우도 인간의 경우나 아날로그 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알고리즘은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견하도록 한다.
정렬 알고리즘의 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면 다음 예시와
같다.

단원명

순서와 배치

대상학년

6학년 30명

40분

수업시간

학습목표

컴퓨터가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자료, 학습지

단계

도입

지도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동기
유발

▶ 순서와 배치가 필요한 두 가지 상황 제시
① 전화번호가 아무런 순서 없이 마구 주어져 있는 상황.
- 정렬되지 않은 전화번호 목록 자료 제시하여 특정인
의 전화번호를 찾게 하기
- 정렬되어 있는 전화번호 목록 자료 제시하여 전화번
호 찾기
② 여러 권의 책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 필요한 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많은 책이 순서 없이 쌓여 있는 사진 자료 제시
- 도서관에 책이 정렬되어 있는 사진 자료 제시
- 이번 차시 수업 안내 및 학습 목표 제시
- 어떤 것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방법과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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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도
요소

문제
인식

전개

예상
및
검증

발견
활동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비고

▶버블정렬의 원리 파악을 위한 문제 제시 전 유의 사항 공지
- 아무런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5개의 숫자를 보여
준 후, 이 숫자들을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작은 것에
서 큰 것 순으로 제시 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들
이 나열되어 가는지 발견하기
- 활동시 주의사항 안내
① 숫자들이 나열되어 가는 규칙을 빨리 발견한 사람도
있을 테고, 늦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음을 안내
-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절대 그 규칙을 남에게 알려주거
나 소리 내어서는 안됨
-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숫자를
배열했는지, 그 원리를 알아내는지 인식시키기
② 규칙을 알아낸 사람은 선생님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고 나누어준 학습지에 있는 2,3번 문제도 위와 같
은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고 자신의 예상을 검증하
도록 하기
▶ 버블 정렬의 원리 파악을 위한 문제 제시
- 문제 제시

․ 15 11 21 8 6
11 15 21 8 6
6 15 21 11 8
6 11 21 15 8
6 8 11 21 15
6 8 11 15 21

→
→
→
→
→

11 15 21 8 6
8 15 21 11 6
6 15 21 11 8
6 8 21 11 15
6 8 11 21 15

→
→
→
→
→

․ 라 카 자 나 마 파 → 라 카 차 나 마 파 →
라 카 자 나 마 파 → 나 카 자 라 마 파 →
............... → 나 라 마 자 카 파
․ e j c f y m r → e j c f y m r →
c j e f y m r → ......... → c e f j m r y
- 해결한 학생은 다른 문제들도 앞의 원리를 이용하여
풀어볼 것을 요구
- 발견한 학생 보상 및 심화 활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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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도
요소

응용
적용

일반화

정리

수업
정리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비고

▶ 위의 활동이 끝난 후, 실생활과 관련된 응용문제를
제시하고 알아낸 원리를 이용하여 풀어보게 안내
․ 학년이 바뀌는 3월, 새로운 아이들로 새로운 반이 구성
되었다. 새롭게 반을 맡은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을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우려고 한다. 아래의 5명을 키순서대
로 줄을 세워 봅시다. (앞에서 발견해낸 원리를 이용하
여 줄을 세울 것, 줄을 세우는 과정을 표현할 것)
▶ 실생활 관련 응용문제를 함께 풀이하며 그 풀이과정
을 통해 아이들이 발견해 낸 원리를 정리하고 확인
▶ 지금까지 발견하고 이용한 원리의 정리.
- 버블정렬은 거품정렬이라고도 하는데, 맨 앞의 첫 번
째 대상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작
-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을 비교하여 더 작은 대상을
앞으로 옮기고, 또 첫 번째 대상과 세 번째 대상을
비교하여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모두 비교를 한 후,
두 번째 대상과 세 번째 대상을 비교하여 자리를 바
꾸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두 비교를 하여 정
렬을 하는 방식임을 안내
▶ “버블정렬” 용어의 도입.
-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대상들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원리를 “버블정렬”이라고 안내
▶ 실생활 활용 사례 안내
▶ 수업 내용 정리
- 수업 내용 상기 및 판서
- 차시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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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분석

1. 적용 및 실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 학습 내용과 알고리즘을 위한 발견학습의 교수․학습
전략의 학습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견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위한 발견학습이 알고리즘적인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3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3개 학급을 선정한 이유는
알고리즘 학습에 대한 수업 전략을 3가지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었
다. 3개의 수업 전략은 가군 학급 41명에게는 직접교수법을 적용하였고, 나군 학급 39
명에게는 문제해결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다군 학급 40명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발견학습 전략을 적용하였다.

3개 학급의 알고리즘적 사고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는 컴퓨터 교육 특히 프로
그래밍을 기초로 하는 알고리즘 수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과목의 수행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비교군의 학급의
학습 수준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3개 학급의 알고리즘에 대한 실제 수업은 2007년 2월 봄방학을 이용하여 1주간 3반
을 1시간씩 실시하고 마지막에 알고리즘 학습 성취도 검사를 통하여 그 유의미한 차
이를 t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발견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알고리즘 수업을 실시한 집단이 직접교수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한 집단과 문제해결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한 2집
단보다 학업 성취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알고리즘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문항을 객관식 15문항
과 주관식 5문항을 선정하여 3학급의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견학습 전략으로 수업한 반과 직접교수전략으로 학습한 반의 알고
리즘 학습 후에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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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접교수 전략과 발견학습 전략의 학습 성취도
집단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다학급)

40

73.24

10.12

비교집단(가학급)

41

62.56

14.82

t
3.126

유의도(p)

.004*

* : p<.05
<표 5> 문제해결 전략과 발견학습 전략의 학습 성취도
집단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다학급)

40

73.24

10.12

비교집단(나학급)

39

70.17

12.41

t
2.732

유의도(p)

.034*

* : p<.05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인 발견학습 전략 학급이 비교 집단인 직접
교수 전략 학급보다 성취도 평균도 상당히 높고 유의수준 또한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표 5>에서 비교집단인 문제해결 학습 전략 학
급보다도 학업 성취도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러한 점으로 살펴 볼 때 발견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수업이 다른 학습 전략이나 모형
보다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자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원리를 스스로 발
견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논리적인 사고력의 증진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발견학습의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원리와 프로그래밍의 사고력 신장에 있어서 발견
학습을 적용한 알고리즘 학습 방법이 다른 학습 전략보다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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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견학습 전략을 통한 알고리즘적 사고력 향상은 결국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
과 수업 참여 그리고 자신감과 융통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보다 쉽게 가르치
고 이해시키는데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초등학생들이 발견학습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고 응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고급, 응용 알고리즘
의 지도 방안과 사고력 향상 훈련을 위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기철(2006), 알고리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발견학습 적용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이원규, 김현철 외(2007), 정보교육론, 홍릉과학출판사.
[3] Bruner, J. (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 O. Astrachan, V. Khera, and D. Kotz (1993). The internet programming contest: A
report and philosophy. In 24th SIGCSE Technical Symposium on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dianapolis, IN, pages 48-52.
[5] Paul Addison (1997). Teaching computer science without a computer. SIGCSE
Bulletin, 29(4):30-33.
[6] Peter J. Denning (2001), Computing Curricula 2001-Final Report, ACM & IEEE,
http://www.sigcse.org/cc2001/
[7] T.C. Bell, I.H. Witten, and M. Fellows (1998). Computer Science Unplugged:
Off-line activities and games for all ages. http://unplugged.canterbury.ac.nz.

- 197 -

경인교육대학교/교육논총/제27권 제1호/20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BSTRACT
The Strategy of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Discovering Algorithm Theory
Han, Seon-Kwan
In this paper, I proposed the strategy of teaching and learning applying the
discovery learning for learning basic algorithms in computer science. Through
discover learning model, I designed algorithm learning and I presented that the
proposed strategy has to advance an algorithmic thinking. I also described that
elementary students are available to learning for computer algorithms. By applying
the result of developed strateg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is paper, I have show
that the scholastic achievement on student was high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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