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대상 한국어 기반 Python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방안   141

초등학생대상한국어기반 Python 교육용프로그램개발방안
19)

박기령*․박소희*․김준서**․구덕회*

서울교육대학교*․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요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주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된다. 고학년 수준에서는
블록형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TPL은 어려운 영어 어휘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등 수준에서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Python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가 익숙한 학생들이 Python을 용
이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Python 예

약어를 추출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영어 예약어들을 초등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대체하였

다. 대체한 예약어와 Python 예약어를 일대일 매핑하여 한국어를 사용하여 Python 데이터 분석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가 TPL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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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stream tool for software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is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It
is essential for upper graders to advance from EPL to text based programming language. However, many stu-

dents experience difficulty in adopting to this change since Python is run in English. Python is an actively used

TPL.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n education program to facilitate learning Python for Korean speaking
students. We have extracted the necessary reserved words needed for data analysis in Python. Then we replaced

the extracted words into Korean terms that could be understood in elementary level. The replaced terms were

matched on one-to-one correspondence with reserved words used in Python. This devised program would assist
students in experiencing data analysis with Python. We expect that this education program will be applied effec-

tively as a basic resource to learn 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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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로그래밍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정

의하고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과거 한정된 전문

가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배워야 할 필

수역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

본격적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교육계에

서도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초등

교육에서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래

밍 교육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2월에 교육부가

SW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하였고, 2018년부터는 초등

교육 과정의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SW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2][3]. 이러한 SW 교육의 수요로 언플러그

드 활동, 피지컬 컴퓨팅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시

도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SW 교육은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

은 코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그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에서

EPL(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에서

TPL(Text-based Programming Language)로써의 전환

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이 TPL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TPL은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

는 데 유리하고 EPL에 비해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7].

EPL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해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는 TPL을 학습할 것을 강조한

다. 영국의 컴퓨팅 교육과정(2013)에서는 초등학교 단계

에 해당하는 KS2 단계에서 적어도 2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한 개는 텍

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표, 그

래프 등을 그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을 강조한다[5]. 영국 뿐만 아니라 핀란드, 인도, 호주

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TPL

을 학습하고 있다[6].

Python은 TPL로 전환을 원하는 학습자가 학습하기

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

하는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 오픈 소스가

다양하며 그래픽 처리 기능도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Python은 앱이나 웹 형태로도 개발하기 유용하기 때문

에 융합형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

그러나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기반인 Python을 가르

치기란 어려운 숙제이다. Python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어휘 실력을 넘어선다. 또한

영문 타자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와 정

확성을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 코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학교의 정보기술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

에게 익숙한 한국어를 사용한 Python 학습 프로그램 개

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PL,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이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간결하면서도 프로그

래밍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래밍 도

구를 말한다.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Logo, Squeak, Dolittle, Scratch 등이 있다[8].

2.2.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TPL, Text-based

Programming Language)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요

한 명령어들을 문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구

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언어 습득을 위해 오랜 시

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작성 능

력이 향상됨에 따라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하고, 비교

적 짧은 코드로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 TPL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프로

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과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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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ython

Python은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국

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중 하나

이다. 외국에서는 학습의 목적은 물론 실용적인 부분에

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인포시

크에서 사용되는 검색 프로그램들, 야후의 인터넷 서비

스 프로그램, NASA, 유튜브 등이 Python으로 개발되었

다[9]. Python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공학 및 응용과학

분야의 IEEE Spectrum에서 디바이스 별, 트렌딩, 고용

수요, 오픈 소스의 활용 등 프로그래밍 인기도 순위에서

모두 첫 번째 언어로 자리하였고, 최근 인공지능 이슈의

등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프로그래밍뿐

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져 해당

분야의 연구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11]. 또한 Python

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써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이 간단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다. 프로그래밍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

는 것 중 하나가 문법 오류로 인한 프로그램 작동이 안

되는 것인데 Python은 이러한 문법 부담에서 벗어나 실

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인터프리터 언어로 결과 확인이 즉각적이다. 다

른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C, JAVA 등은 컴파

일을 거쳐야지만 작성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반

면 Python은 한 줄 한 줄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여

디버깅에 유용하다.

셋째, 교육 과정의 연계에 효과적이다. 현재 초등학교

SW 교육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크래치나 엔트리는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지속시키

는 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실제 고급형 프로그래밍 언어

로 넘어갈 때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Python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간의 징검다리 역할

을 할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추상적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 발달 단계에 부합하다고 말

할 수 있다[14].

2.4.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 발달 단계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쓰기 영역 성취기준은 학습자

들이 쉽고 간단한 낱말과 어구를 듣고 쓰며, 알파벳 대

소문자와 문장 부호를 쓰고, 구두로 익힌 문장이나 예시

문을 참고하여 간단한 글을 쓰며,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특히 쓰기 활동

에 사용되는 어휘 및 언어 형식 수준이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영어의 표기법을 익히는 활동을 할 때 국어의 표기법과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4]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게 철자가 길고 복잡한 Python 문법 어휘들을 타자로

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5.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Python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태령, 한선관(2018)은 블록 코딩을 선행 학습한 학

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Python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블록 코딩에서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Python

문법을 추출하여 PBL 수업에 맞는 Python 교육 프로그

램을 총 16차시로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수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11].

김정아 외(2019)는 데이터 시각화 교육에 초점을 맞

춘 Python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36시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명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

생들의 ‘계산적 인지력’,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유

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박대륜, 유인환(2018)은 초등학생을 위한 로봇 활용

Python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10차시 동안 적용하였다.

그 결과 로봇 활용 Python 학습 모형을 적용한 학생들

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적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양영훈 외(2019)는 초등학생의 논리성 향상을 위해

Python을 활용한 탐색 알고리즘 기반 수행시간 비교 및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논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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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3].

이준영(2015)는 스토리텔링 기반 Python 프로그래밍

교수 학습을 진행한 결과 스토리텔링으로 Python을 학

습한 실험집단이 그렇지 못한 통제집단보다 Python 학

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12].

이상과 같이 Python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대학생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Python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

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개발에서

그친 연구도 있었고 나아가 연구 대상에게 프로그램

을 적용해보고 사고력 향상 정도를 측정해 본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Python을 학생들

에게 익숙한 한국어로 가르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부

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프로그램 설계

3.1. 설계 방향 

TPL 언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시할 것은 인지적 부담의

해소 문제이다. [14]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익숙한 언어

인 한국어를 비계로 삼아 난이도를 낮추고자 한다. 프로

그램 개발의 목표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Python을 쉽게

배우고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학

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영어로 구성된 Python 예약

어를 한국어로 대체할 때 matplotlib, pandas와 같은

Python 라이브러리는 소리 나는 대로 한국어로 옮겨 적

었다. Python 라이브러리의 경우 고유한 이름으로, 임의

로 대체하거나 번역하여 지도할 경우 학생들이 다른 교

재를 접하거나 심화 학습을 진행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영어 단어들을 한글 용

어로 대체하되, 프로그램의 문법 어순은 영어 어순을 유

지하였다. 영어 어순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본 프로

그램을 통해 Python의 문법을 최대한 그대로 접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Python에서 사용되는 예약어들을 한국어로 대

체할 때 최대한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발하는 프

로그램의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학생들

이 자주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히 예약어를 한글로 번역하기

보다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해당 예약어가 의미하는

내용을 잘 나타내는 한국어로 선정하여 대체하였다.

3.2 학습 과정 설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Python

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최대한 그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

터 분석은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

터 모델링, 데이터 시각화 및 탐색의 과정을 거친다. 그

러나 데이터 모델링의 경우 초등 수준에서 다루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4단계를 중심으로 지도

하고자 하는 코드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게 될 데이터 분

석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tudent’s Data analysis Procedure

먼저 생활 속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

지 파악한다. 그 후에 웹 크롤링을 통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불러오거나 설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엑셀

로 저장한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중복된 데이터

를 정리하거나, 제거할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가공 과

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

화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탐

색한다.

3.3 예약어 대체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영어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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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감 없이 Python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

드에서 필요한 영어 예약어들을 추출한 뒤 한글로 대체

하였다. 이 때 최대한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러나 학습자의 수준과 해당 예약어의 역할을 고려하여

맵핑에 예외를 두었다.

첫째, 예약어가 라이브러리를 지칭할 때 예외를 두

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소리 나는 대로 한

국어로 옮겨 적었다.

둘째, ‘as’를 ‘~로’가 아닌 ‘에즈’ 또는 ‘이름’으로 대체

하였다. ‘as’는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예약어이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국어 문법이 아

닌 영어 문법 구조에 한글로 된 대체어를 사용하여 데

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의미상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import pandas as pd’를 대체

어를 사용하여 작성했을 때 ‘as’의 대체어로 ‘~로’를 사

용하면 ‘가져오기 판다스로 pd’ 라고 작성하게 되어 국

어 문법적으로 학생들이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as’의 경우 ‘~로’ 대신 ‘에즈’라는 한글 발음과 의미

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대체어를 지정하였다.

추출한 예약어와 이를 한글로 대체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대체어를 이용하여 한글로 코드를 작성하고 영어로

변환을 누르면 한글 대체어가 Python 예약어로 변환된

형태의 영어 코드가 나타난다.

한글 코드에서 영어 코드로 대체되는 화면의 예시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Fig. 2) Transformation Example of Korean Input to
Python Code

3.4 설계 방안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로 입력된 코드를 영어로

변환한 뒤,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프

로그램은 Python 언어를 사용하며 Q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크로스 플랫폼에 적합한 형식으로 개발할 예정

이다. QT는 GUI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며 데이터 분

석에 사용되는 여러 라이브러리를 위젯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를 활용하여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exe 파일로 개발하고자 한다.

Process English Korean

library loading

import 가져오기
numpy 넘파이
pandas 판다스
matplotlib 매트플롯라이브러리
as 에즈, 이름

Data collection

df 표
dataframe 정보
csv 엑셀파일
header 머리글
read 읽기
html 웹
head 머리

Data pre-
processing

drop 삭제
row 행, 가로
column 열, 세로
duplicates 중복
index 목차
axis 중심선

Data pyplot 파이플롯

<Table 1> Korean Substitution for English terms

visualization

kind 종류
bar 막대
plot 그래프
line 선
show 보여주기
ax 액자,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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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진행은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Fig. 3) Conceptual Framework of
Program Process

맵핑된 예약어를 참고하여 한글로 코드를 작성하면

한글 대체어들이 Python 코드로 변환이 된다. 한글 코

드를 text file로 생성한 후, 해당 예약어를 변환해주는

과정을 통해 .py 코드를 생성한다. 변환된 .py 파일에서

사용되는 numpy 배열은 pyqt5에서 QImage형식으로 변

환하여 출력하고, matplotlib의 차트는 pyqt5에서 widg-

et 형식으로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다. pandas

의 dataframe은 QTableWidget으로 불러와 화면에 출력

한다. 맵핑된 예약어의 처리의 경우, 텍스트 파일을 적

절히 parsing 해서 파이썬 딕셔너리 자료구조를 통해

한국어 예약어를 key에, 파이썬 예약어를 value에 넣어

1:1로 번역한다. 차후 한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의 차이

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stack으

로 구현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고 난

후에, 학생들이 한 화면에서 한글로 작성한 코드, 영어

로 번역된 코드, 그리고 코드가 실행된 결과 화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로 된 Python 코드와 한글 코드를 비교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은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Data Analysis Result Screen

4.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SW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SW

언어 교육이 TPL보다는 EPL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TPL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영어에 대한 인지적 부

담을 줄여 Python을 통한 데이터 분석 학습을 돕는 프

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할 데

이터 분석 과정을 재정립하였으며, 목표로 한 데이터 분

석 과정에서 필요한 예약어들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예

약어들을 다시 한글로 맵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들이 한글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를 영어 코드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TPL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프로그

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여 Python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과정을 효

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

동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추출된

예약어를 비롯한 다양한 영어로 된 TPL에 쓰이는 예약

어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필

요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기반 Python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한 본 연구가 앞으로 초등학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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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TPL 지도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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