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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기술(IT)이 발달함에 따라 로그래  학습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부터

는 소 트웨어 교육(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부분의 로그래  학습 방법은 교재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편집 에디터에 코딩을 한 후, 빌드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번

거로운 방법을 거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학습자가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자책 

뷰어가 갖추어야 할 스마트한 기능들을 제시하고 구 하고자 한다. 

1. 서 론

교육부에서 개정한 ‘ · ·고 2015 교육과정 개편 내

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18년부터 단계 으로 

소 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

<표 1> · ·고 2015 교육과정 개편 내용[1]

재 코딩 교육을 하기 한 툴로 스크래치

(Scratch), 엔트리(Entry)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로그래 인 사고력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

에 분명 좋은 툴이지만, 로그래  언어는 아니며 별

도로 실행 가능한 응용 로그램(Application)을 만들 

수는 없다.

만약 더 높은 수 의 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원하거

나, 후에 IT업계에서 개발자가 되길 희망한다면 C, 

Java, Python 등의 언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로그래  언어들을 올바르게 학습하기 

해서는 책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내가 배우고자 하

는 언어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 그리고 이를 빌드

해  수 있는 컴 일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2].

그런데 <표 2>를 보면 세계 으로 종이책의 

성장률은 차 어들고 있는데 반해, 자책은 

여러 장 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표 2> 세계 출 시장의 유형별 황과 망[3]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책에 실린 로그램 코드

를 실행 일로 만들어 결과를 바로 출력하여 사용자

가 즉각 으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로그램 코드가 체가 아닌 일부분만 제공되

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코드를 재생성하여 사용

자가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코딩 교육을 위한 스마트 전자책 뷰

어의 기능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가장 련이 많은 ‘ 로그래

 언어 교육을 한 자책 뷰어 연구’[2]에서의 기능

을 개선하 다.

2.1 체 시나리오

사용자가 자책 뷰어를 실행하면 우선 컴 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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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검사한다. 자책의 지문 에 코드가 기재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 선택한 

뒤 메뉴나 툴바로 ‘ 로그램 실행’을 선택하면, 컴 일

러가 존재할 경우 해당 텍스트를 소스 일로 장한 

뒤 빌드하여 바로 로그램을 실행시켜 다. (‘코드 

편집  실행’의 경우는 코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

는 화상자가 출력되므로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뷰어를 종료할 때는 임시 으로 생성된 일들(소스 

일, 실행 일)을 삭제한다.

[그림 1] 자책 뷰어의 Flow Chart

2.2 ‘ 로그램 실행’ 기능

자책 뷰어에서 코드가 있는 부분의 텍스트를 선택

한 후 메뉴나 툴바 등을 이용하여 ‘ 로그램 실행’을 

선택한다.

[그림 2] ‘ 로그램 실행’ 선택 화면

만약 컴 일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해

당 언어에 한 컴 일러를 설치할 것인지를 묻는 메

시지 박스를 출력되고, ‘ ’ 버튼을 을 경우는 컴

일러 설치 페이지로 이동시켜 다.

[그림 3] 컴 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한 선택된 텍스트를 싱한 결과 올바른 코드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림 4] 잘못된 코드의 오류 메시지

선택된 텍스트를 싱한 결과를 토 로 어떤 로그

래  언어인지, 최소한의 키워드는 들어있는지를 검사

하여 이를 만족할 경우 해당 언어의 source 일로 

장한 후, 커맨드라인을 통해 binary 일을 생성한다.

binary 일이 생성되었다면 해당 일을 실행시키

고, 그 지 않다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림 5] 정상 으로 실행된 경우  오류 메시지의 

2.3 ‘코드 편집  실행’ 기능

사용자가 자책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 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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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코드 뿐만 아니라, 일부를 변형하거나 추가 인 코

드를 삽입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한 자책에 실린 

코드가 체 코드가 아니라 일부만 기재되어 있을 경

우 완 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다. 뿐

만 아니라 완 한 코드가 아닌 일부 코드만 기재된 경

우에는, 선택된 텍스트를 분석하여 스마트하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해 다.

[그림 6] ‘코드 편집  실행’ 선택 화면

2.3.1 ‘코드 편집  실행’ 기능의 시나리오

[그림 7] ‘코드 편집  실행’ 기능의 Flow Chart

TIOBE의 로그래  언어 인기 지표를 참고하면 

Java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4], 

이를 기 으로 [그림 7]과 같이 Flow Chart를 작성하

다.

체 인 과정은, 먼  사용자로부터 ‘코드 편집  

실행’을 선택하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한 클래스가 있

는 경우 곧바로 코드 편집기를 출력하게 되고, 메인 

메소드를 포함한 클래스가 없는 경우 클래스의 유무를 

단하게 된다.

클래스가 있는 경우라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한 클래

스 생성  ‘new 연산'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 

클래스가 없는 경우 정  메소드의 유무를 단하게 

된다.

정  메소드가 있는 경우에는 메인 메소드와 정  

메소드를 포함한 클래스를 생성하고 정  메소드를 호

출하고, 정  메소드가 없는 경우 일반 메소드의 유무

를 단하게 된다.

일반 메소드가 있는 경우 메인 메소드를 포함한 클

래스의 생성  ‘new 연산'을 통한 객체 생성과 ‘객체.

메소드()’를 호출하고, 일반 메소드마  없는 경우 잘

못된 코드로 단하여 종료하게 된다.

2.3.2 ‘코드 편집  실행’의 코드 자동 생성

2.3.1에서 언 한 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한 를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 코드 자동 생성의  – 1

선택받은 텍스트에 메인 메소드를 포함한 클래스가 

없고 정  메소드(static method)만 존재하는 경우, 메

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컴 일 되어 실행될 수가 없다.

따라서 임의의 클래스를 생성하여 메인 메소드와 선

택된 텍스트인 정 (static) 메소드를 추가하고,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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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메소드를 분석하여, 분석된 정  메소드를 호출

한다.

이 때, 호출된 정  메소드의 결과형이 기본형 는 

스트링(string)형일 경우, 리턴값을 받을 지역변수를 추

가하고, 추가된 지역변수의 다음 에 해당 지역 변수

에 입된 값을 출력하기 한 명령문을 추가한다. 만

약 결과형이 void나 그 외의 자료형일 경우에는 단순

히 정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만 추가한다.

즉, [그림 7]과 같이, SampleProgram이라는 클래스

를 생성하면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며, 선택한 텍스

트인 minFunction 메소드를 분석하여, 정  메소드의 

결과형이 기본형( 를 들어, byte, short, int, long, 

char, float, double 는 boolean 등) 는 스트링형일 

경우에는 정  메소드를 호출한 뒤 리턴값을 받을 지

역변수를 추가하고(int val = minFunction();), 그 다음 

에서 그 변수에 입된 값을 출력하기 한 간단한 

명령문(System.out.println(val);)이 추가된다.

한 정  메소드에 매개변수가 있을 경우, ‘매개변

수 개수 – 1'의 수만큼 콤마(,)를 추가하고 “Please 

input parameter”라는 주석을 달아 다. 그리고 매개변

수 입력 부분을 하이라이트 시켜서 사용자가 매개변수

를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그림 8] 코드 자동 생성의  – 2

다른 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의 [그림 8]과 같

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지 않는 클래스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선택한 텍스트가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

스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컴 일 되어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클래스

를 생성하면서 메인 메소드 내에서 선택된 텍스트의 

클래스에 한 객체를 ‘new 연산'을 통해 생성시키는 

문을 추가시킨다.

다만, 보통 클래스가 정의된 경우에는 메소드가 여

러 개인 경우가 부분이므로 특별히 메소드를 호출하

는 문은 생성하지 않고, 메소드 호출 부분은 사용자가 

직  입력하도록 한다.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 따르면, 자책 내에 포함된 코드를 별도

의 컴 일러 툴(Visual Studio, eclipse 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자책 내에 포함된 체 는 일부분의 코드

를 편집하여 손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차 코딩 교육이 요해지고 있는 지  시 에, 

자책 뷰어나 디지털교과서 등의 개발 회사에서 코딩 

교육에 한 편의 기능으로 본 연구들을 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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