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155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퍼즐 기반 학습 설계1)

최정원○, 이영준*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e-mail:cjw0829@daum.net○, yjlee@knue.ac.kr*  

The Design of Puzzle-Based Learning for Computational 
Thinking

Jeong-Won Choi○, Young-Jun Lee*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학습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요소인 추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퍼즐 기반 학습을 설계하고자 한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컴퓨팅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퍼즐 문항을 개발하고 

컴퓨팅 사고력의 문제 해결 요소 9가지를 기반으로 퍼즐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을 위한 전략

으로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부여하는 성공의 경험,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퍼즐 문항 구성, 정답대신 해결 과정에 집중하는 교사 

태도를 제시하였다. 퍼즐 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통해 앞으로 직면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키워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퍼즐 기반 학습(Puzzle-Based Learning)

I. 서 론

컴퓨터 과학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컴퓨팅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은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학

문 분야로, 이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2][3]. 컴퓨터 과학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사고력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람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컴퓨팅 시스템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사고 능력이다[4]. 컴퓨팅 사고력은 추상화와 자동화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추상화는 문제의 목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를 수집․분석 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알고

리즘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하며, 자동화는 컴퓨팅 시스템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인간사고 능력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따라서 컴퓨터 과학의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도

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

수학습 방법으로 퍼즐 기반 학습을 선택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

지 설계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능력을 활용하는 절차적인 사고 

능력이다[4]. 컴퓨팅 사고력은 크게 추상화와 자동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9가지의 구성요소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 9가지의 구성 요소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

션, 병렬화이다. 9가지 구성 요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위계나 

순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다. 

2. 퍼즐기반학습

퍼즐기반학습은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퍼즐의 문제 해결 과정이 컴퓨팅 

사고력의 추상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퍼즐 문항에 컴퓨터 

과학적 요소를 첨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2R1A1A4A010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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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스토리를 갖는 문제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레

카 요소를 갖추고 있다. 

III. 퍼즐 기반 학습 설계

1. 교수학습 전략

컴퓨팅 사고력은 9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 요소를 가진

다. 따라서 퍼즐 문제 해결에 있어 필요한 9가지 구성 요소별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퍼즐 해결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퍼즐 문항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에서부터 점차 난이

도를 높여 어려운 문항으로 시작함으로써 교육 초기에 흥미를 갖

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

려하고, 정답을 맞추었는가 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많

이 사고하고, 그 사고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

도록 해야 한다.

2. 퍼즐 문항의 구성

퍼즐 문항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전략 뿐 아니라 컴퓨터 과학적 

원리를 포함하는 해결 전략을 골고루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과학 분야 뿐 아니라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컴퓨터 과학의 

원리가 도입될 수 있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항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수준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부터 

다소 어려운 문항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퍼즐 기반 학습

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은 21세기 모든 학습자가 반

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컴

퓨팅 사고력의 추상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퍼즐 기반 학습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퍼즐 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통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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