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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보영재교육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베이식 언어는 초등학생이 실습하기 용이한 컴퓨터 

언어이지만 명령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 한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더욱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생이 사용하기 쉬운 한글 기반의 베이식 프로그래밍 실습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I. 서론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2005.12)의 

단계별 내용 체계 중 초등학교 5, 6학년에 해당하는 3단계
의 정보처리의 이해 영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래밍의 이해
와 기초’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프

로그래밍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래
밍 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도구는 인
터페이스가 어렵고 명령문이 영문으로 되어있어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프로그래밍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현하되 명령어를 한글화하여 보다 효율적

인 교육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3].

Ⅱ. 프로그래밍 교육

1.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은 문제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력, 절
차적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한 프로그래밍 자체가 컴퓨터 과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들
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

다[1]. 이러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효과 및 중요성으로 인
해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 내용체계 3
단계에 의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도

입되었다.

2. 교육용 언어로서 베이식

  베이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언어로 인식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초보자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초창기의 개인용 컴퓨터

에서 사용하기에는 기억용량에 한계가 있었던 대부분의 
고급언어에 비해, 베이식 언어는 사용하기 쉽고 기억용량

을 적게 차지하여 표준언어로 채택되었다. 또한 많은 책들
이 베이식에 대해 기술했고, 많은 컴퓨터가 베이식을 내장
하도록 설계되었다[2].

Ⅲ. 시스템 설계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실습 시스템

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베이식 언어를 손쉽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생
을 위해 한글 명령어 입력이 가능하되 영어 프로그래밍으

로 전이가 되도록 영문 명령어 입력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다.

2.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작동하며, 한글 명령어와 영문 
명령어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시스템에 언어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서버에서 제공하는 언어처리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과 실습이 가능하다. 
<그림 1>은 본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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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어 전환 시스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명령어 매치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전환된다. 한글 명령어에 대한 영문 명

령어 매치 테이블의 예는 <표 1>과 같다. 

한글 명령어 영문 명령어 한글 명령어 영문 명령어

설명 REM 반복 FOR

자료 DATA 부터 TO

읽기 READ 다음 NEXT

기억 LET 가기 GOTO

출력 PRINT 부름 GOSUB

입력 INPUT 복귀 RETURN

만약 IF 멈춤 STOP

이면 THEN 끝 END

<표 1> 명령어 매치 테이블의 변환 목록 예

Ⅳ. 시스템 구현

1. 구현 환경

  본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인텔 코어i5, 4GB 
RAM, 500GB HDD, 1GB 비디오카드를 사용하였고, 소프
트웨어로는 Windows XP Professional, PHP, HTML을 

사용하였다.

2. 화면 구성

  실제 구현된 베이식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 시스템의 초

기화면은 <그림 2>와 같다. 상단 주요메뉴 부분, 하단 내
용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웹 브라우저의 화면 전체를 사용
할 수 있는 원프레임으로 구현하였다. 

▶▶ 그림 2. 초기화면

3. 실습실 메뉴

  실습실에서 웹에서 본 시스템에 접속한 후 한글 명령어
를 사용하여 베이식 프로그래밍을 실습할 수 있다. 실습실
은 좌측의 코드 입력창과 우측의 실행 결과창으로 구성되

어 있다. 좌측 코드 입력창에 학습자가 베이식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한 후 아래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실
행 결과창에 프로그램 실행 결과가 출력되는 구조이며 새

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아래 비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 입력창의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초기화 버
튼을 클릭하면 실습실 화면이 모두 초기화 된다.

<프로그램 소스>

10 설명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20 기억 SUM=0

30 반복 I=1 부터 100

40 SUM=SUM+I

50 다음 I

60 출력 "1에서 100까지 합", "=", SUM

70 끝

<실행 결과>

1에서 100까지 합 = 5050

  위 내용을 본 시스템에서 실행한 결과는 <그림 3>과 같
다. 한글 명령어로 입력한 코드를 실행하면 명령어 변환 
시스템에 의해 한글 명령어가 영문 명령어로 변환이 된 

후 실행되게 되며 그 결과는 실행 결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3. 한글 프로그래밍 실행 화면

Ⅴ. 결론

  본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별도의 클라이
언트 프로그래밍 도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 실

습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글 명령어를 지원하므로 학습자
의 언어 이해 시간을 단축시켜 프로그래밍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글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영문 프

로그래밍도 가능하므로 향후 영문 프로그래밍 도구로 전
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베이식 프로그래밍 실습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래밍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과 지도
하는 교사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이 되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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