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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은 소프트웨어다[1].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있지 않은 
물건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
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공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어
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8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
놓고 있다[2].
  한편, C, C++, Java 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
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교
육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개발된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싹’이 있다[3]. 
새싹은 객체지향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로써 Java와 유사
한 문법을 사용한다. 또한, 모든 키워드가 한글로 구성되
어있어 객체지향언어 학습에 편의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코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다. 그리고 코딩 연습의 대부분은 코드를 짜고 컴파일하
여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버전의 소
스 코드를 생산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여러 
버전의 소스 코드를 학생이 유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교육시설, 집, 카페, 도서관 등 학생이 
코딩 연습을 하는 공간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USB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률 등을 고려
할 때 ‘효율적인 소스코드 관리’에는 클라우드 IDE가 더
욱 효과적이다[4]. 실제로 기존의 지역적 IDE(컴퓨터에 
설치한 IDE)는 사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 심지어 단
순히 컴파일러만 사용하려 해도 설치 과정을 거쳐야만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클라우드 IDE가 있

다면 소스 코드의 버전 유지가 편리함은 물론이고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코딩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새싹의 클라우드 IDE ‘봄밭’을 
제시한다. 봄밭은 웹에서 새싹 소스 코드를 작성, 컴파
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용자
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신의 새싹 소스코드 및 프
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시스템을 지원한다. 
또한, 다수의 소스 코드 및 프로젝트를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폴더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봄밭의 개
발환경, UI 및 세부 기능을 소개한다. 그리고 3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봄밭의 개발

1. 개발 환경

  봄밭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봄밭 Client는 
Internet Explorer 11과 Chrome 49에서 동작하며 
JavaScript, CSS, HTML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봄밭 서버
는 Apache Tomcat 8.0과 JSP로 구현되어 있다. 또한, 회
원관리를 위해 MySQL DB를 사용하였다.

2. 봄밭의 UI 및 기능

  봄밭의 사용자는 로그인을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에 접
근할 수 있다. 현재 로그인 기능은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추후 게스트 계정을 통해 로그인 없이도 봄밭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봄밭에 로그인하면 작업 창을 볼 
수 있다. 봄밭 작업 창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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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새싹은 소프

트웨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언어다.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코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때문에, 코딩 환

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새싹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IDE 봄밭을 제시한다. 봄밭은 웹상에서 새싹 프로젝트 관리, 코드 제작 및 수정, 컴파일 및 실행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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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그림 1의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창이
다. 봄밭의 프로젝트 관리 창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통
적인 트리뷰(treeview)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봄밭 사
용자는 프로젝트 관리 창을 이용해서 새 프로젝트 생성 
및 기존 프로젝트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50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화면이다. 
  두 번째는 그림 1의 오른쪽 위에 있는 코드 편집 창이
다. 코드 편집 창은 현재 봄밭 사용자가 작성 중인 여러 
소스코드를 탭 형식으로 보여준다. 코드 편집 창에 소스
코드를 추가하는 과정은 봄밭 사용자가 프로젝트 관리 
창에서 원하는 소스코드를 선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1. 봄밭 작업 창

▶▶ 그림 2. 프로젝트 관리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의 화면

  마지막은 그림 1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실행 결과창이

다. 실행 결과창은 현재 코드 편집 창의 맨 위에 표시되
는 코드가 속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
행 결과창에서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그림 1의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실행 방식을 설정하
고 실행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림 8은 실제로 그림 1의 
소스 코드를 콘솔 실행했을 때의 실행 결과창 모습이다. 
추가로 봄밭은 도움말 버튼을 이용해서 처음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 그림 3. 그림 1의 소스 코드를 콘솔 실행했을 

때의 실행 결과창

Ⅲ. 결론

  봄밭은 새싹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클라우드 
IDE이다. 봄밭은 프로젝트 관리, 코드 편집, 컴파일 및 
실행 등 기존 Local IDE의 핵심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때문에, 새싹을 배우는 학생이 컴파일러 설치 등의 학습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웹을 통해 소스코드
가 편집, 컴파일되므로 시간과 장소 및 기기에 영향받지 
않고 새싹 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봄밭의 장점들이 향
후 소프트웨어 교육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봄
밭이 새싹 디버깅 도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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