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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컴퓨터 언어의 설계에 대한 연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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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문제해결의 철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

의 기본이 된다. 또한 프로그래빙은 문제해결의 절차 곧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

는 일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명 한다』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로서 『표로그래빙할 문제』를 갖

으며， 표로그래맹 지도는 프로그래맹할 문제와 관련되어 지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이나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수학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리즘， 순서도， 그리고 프로그래멍

이 종합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학교과에는 아직 표로그래멍이 도입되

지 않고 있으며， 실업계 교과에서 『프로그래벙할 문제』와 분리되어 BASIC 언어의 명령문

중심오로 표로그래밍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로그래맹할 문제』와 분리된 프로

그래멍 지도는 BASIC 또는 LOGO 언어의 명령문을 하나씩 배우는 일이 곧 프로그래멍을

배우는 일이라는 잘옷된 생각을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ASIC 또는 LOGO 언어를 컴퓨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맹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BASIC 언어는 건전한 프로그래맹 방법에 어긋나는 좋렬한 방법을

사용하며， 미궁의 쿠조를 만들기 쉬워 사고의 도구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며 (김명렬 1989)

LOGO 언어는 한글 업출력조차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loll 판없이 BASIC

또는 LOGO 언어를 컴퓨터 교육올 위해 채택하는 펀의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

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언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그 언어의 활용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컴퓨

터 교육에 적합한 언어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러한 언어즐 제작하여 활용하려

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I 장에서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의

조건을 살펴보고， 다읍 R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용 컴퓨터 언어의 설계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용 컴퓨터 언어의 조건

정보화 사회를 맞아하여 컴퓨터의 중요성이 강력히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초 • 중 • 고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초 • 중 • 고교에서의 컴퓨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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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컴퓨터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를 퉁한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컴퓨터에 대한

교육의 핵심은 컴퓨터 이해 및 캠퓨터 과학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학승에 있으며， 캠퓨

터를 통한 교육의 핵심은 컴츄터 하도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

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 때， 초 • 중 • 고교에서 알고리즘 학습 등을 위해 캠퓨터 프로그래

밍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언어를 교육용 컴퓨터 언어라 한다.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현재의 여러 컴퓨터 언어와 미래의 컴퓨터 언어 사이에서

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로서， 컴퓨터에 대한 학습과 컴퓨터를 통한 학숨

모두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컴퓨터 언어이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육용 컴퓨터 언

어로 제작된 말 (MAL) 과 베이식 그리고 로고 언어 등을 서로 비교 분석하며 바람직한 교

육용 컴퓨터 언어의 조건을 살펴본다.

말 언어 는 Mathematical Algorithmic Language의 머 리 글자인 MAL을 이 름으로 갖는 언

어로서 컴퓨터에 대한 학습과 컴퓨터를 통한 학습 모두에 사용되도록 설게된 교육용 표로

그래멍 언어이다. 말 언어는 현재 널리 쓰이는 베이식 언어의 기폼 명령문위에 로고 언어

의 그래픽 환경과 씨와 파스칼 언어의 구조화 프로그래빙 기법 등의 장점을 통합해 설계되

었다. 특히 말 언어는 패펄트 (Papert)의 이론(1980)을 따라， 말 언어의 로고 부분인 말 로

고에서 거북이와 그림 등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산수와 수학 그리고 여러 컴퓨터 언어를 배

우고， 또한 이렇게 배운 언어는 다시 산수와 수학 학습 등에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1. 컴퓨터 언어로서의 조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나의 컴퓨터 언어로서 먼저 바람직한 컴퓨터 언어이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컴퓨터 언어의 조건S로 Horowitz (1984)와 원유현 (1989) 등은 프로그래

밍 언어의 단순성， 가독성， 문제 해결력， 응용성， 구현의 용이성， 확장성， 이식성， 호환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초 • 중 • 고교의 학습현장에서 사용될 컴퓨터 언어는 교육적 효

과를 위해 몇가지 점에서 바람직한 컴퓨터 언어의 조건과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에 따

라 Masterson(1984) 는 컴퓨터 언어의 조건에서 바라본 교육용 프로그래 밍 언어의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를 천근감을 주는 대화용 언어， 프로

그램이 작성이 용이한 언어， 확장성이 있는 알고리즘 언어， 그리고 호환성과 전이성이 있

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본다.

1) 친근감을 주는 대화용 언어 :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언어로

서 학생과 컴퓨터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에

게 친근감을 주는 대화용 언어가 되려면 먼저 한글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

다. 특히 교육용 프로그래빙 언어의 한글화는 민족적 자긍심이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수

적인 요소로서， 한글 엽출력은 물론 가능하면 한글 명령의 사용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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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대화적 환경을 위해서는 인터포리터 방식의 언어가 적당한데， 이는 학생이 내린 명령

에 대한 즉각적안 컴퓨터의 만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펼요한 대화

적 환경은 인터프라터 방식만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표로그

래밍은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컴퓨터 언어는 어린이가 어른과

대화하며 말융 배우듯이 컴퓨터와 대화할 그 무엇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패펼트의 이

본같이 대화할 꺼리가 풍부한 환경을 아울러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BASIC9} LOGO 언어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각각 접근하기 쉬운 느낌을 주는 친

근성과 Turtle 그래픽 환경이었다. 그러나 한글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LOGO나 단지 한글

입출력만이 가능한 BASIC 언어는 교육용 컴퓨터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말 언어는 거북

이 (Turtle) 그래픽 환경에서 거북과 학습자와의 자연스려운 대화를 통한 산수-수학 학숨을

유도하고 있다. 컴퓨터 학습을 위한 그래픽의 환경은 Dr. Hallo와 같은 그래픽 환경이 아

니라 학습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 환경A로 대상물들 (objects)과 대상물들의 조작(operations)

이 함께 존재하는 Methematical MicroWo r1d (Thompson, 1987) 이 어 야 한다.

2)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한 언어 : 프로그래맹의 진정한 지도 목표는 특정한 컴퓨터 언어

의 문법 학숨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이해와 표현 그려고 실행이다. 그러묘로 명확한 의도로

기술된 알고려즘이 너무 예민한 프로그래멍 언어의 문법 때문에 에러 처리가 된다면 곤란

하다. 즉 외국인이 떼듬거리고 말해도 내국인이 융통성있게 알아 듣는 것 같이 교육용 프

로그래맹 언어의 문법은 흔동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예

를 들어 LOGO 명령인 FD 45 RT 45블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에서와 같이 문분리자를 사

용하여 FD 45; RT 45와 같이 명 령하면 에 러 가 난다. 또한 IF 3<5 THEN PRINT 45은

베이식 명령문인데， 씨 언어에서는 THEN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3<5는 반드시 (3<5)

와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융통성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프로그래멍

을 귀찮고 어렵고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난 것으로 돌려버리게 한다.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프로그램 작성을 용야하게 에디터와 우수한 다버깅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언어에 에디터 등을 내장하고， 또한 포로그램 에러의 지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프로그래멍을 도와주는 우수한 다버킹 능력을 가진 인터프리터 언어가 펄

요하게 된다. 다음에 보이는 컴퓨터 화면은 에다터(===션 위)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의 일부

를 블럭으로 표시한 후， F8키 로 실행시킨 모줍으로 에디터와디벼깅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째， 블럭으로 표시된 프로그램이 말 언어의 실행화면(===선 아래)에서 실행되며 프로그

랜의 에 리 가 지 적 펴 고 있 다. 혼 2 °8 령 문은 에 러 가 없기 에 정 상적 으로 실행 이 뇌 었고， ‘’ 3은
정의 되지 않은 떤수 『가』 때문에 에 21를 냈고， +4는 그러}막 멍평인 fd플 텍스트 상태에

서 사용했기에 에러란 냈고， 5먼 r녕 팽 문은 prInt 다응이1 스르링을 ”로 남지 않았기에 에 ι1 j릎

내었고， 마지막 o로 뺑 6는 함수 bO의 선 C간윤 )~s.. 받지 않았기에 에바활 만생시갔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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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3<5 then print ‘nMAL BASIC (말 베이식 )n else print 3<5
뱉뾰앙톨흩톨쩌liB빼렌뻐_....

om톨를l웰훌훌톨흩mmI빼p!.l

웰훌훌훨퓨隔업훌훌mnII'Il‘t"_iL..If!Mii1빼톨--힘
-fl
ι
g
5

κ

훌llII!IBm!I!짧뺑銀웰뼈훌훌빼훌훌-톨-빼l1li껴lIIlIIII뼈빼톨훌톨-톨·

_m.를톰원I훌훌뿔훌훌빨월椰뿔월훨없활뿔행뼈없뿔;rl톨톨원뼈뽑뼈엄훌뿔&굽훌훌-

톨I훨필표훌뿔룰!mm뼈를빼페l홈m.Jl’뿔羅뿔짧鍵뿔뿔뿔뿔훨뼈빼뿔흩훌훌激뿔빼흩톨

a$二~ab말n ; arx(1)=123 ; ary(50)=321 ;
만얼 a$=="ab말” 이면 쓰자 nASCII of a is n. a$[ l ) 아니면 효자 O

M) load nmal. 뼈In

M)
MAL C (말씨)

You may use GOTO
뻐L 3: undefined variable 가
MAL 4: fd used outside MAL LOGO
MAL5:wissing n

function a() is defined
MAL 7: the last function is undefir똥d

i%-

톨i하톨빼톰짧훌혐훌활캘훌훌웹

@

@@

@
@

뿔뿔뿔置鍵蠻뼈흩...톨훌앉톨..훌훌-옆흩..훌톨R톨흩풀톨톨!

의 화연의 첫먼째와 두번째 행에 있는 명령문을보면 말언어는융통성있는문법 구조를 갖

고 있음을 보게 된다.

3) 확장성이 있는 알고리즘 언어 :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 언어는 다양한 명

령문을 펼요로 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명령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베이식의 경우는

그러나써 언

쓸수있다.

자체를 배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갖고 있고 나머지는 펄요에 따라 만들어

명령어가 100개 가 넘어 베이식 명령

어 등은 40개 pl 만의 기본 명령문을

그 대신 LOGOLOGO에는 없다.예를 플어 베이식에는 원을 그리게 하는 명령이 있지만

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리는 명령을 만들 수 있다.

TO eIR: X
REPEAT 36 [FD: X RT 10J

END

이와 같이 원을 정의함으로 원에 대한 명령을 갖게되고 LOGO 언어는 언어자체가 확장된

다. 이와같이 확장할 수 있는 언어는 수학적 MicroWorld에 유용하다. 교육용 컴퓨터 언

어는 언어 학습과 수학 학습 등을 위해 적은 수의 기본 명령을 가져야 하며， 그 대신 다양

한 표현을 위해 펄요한 명령을 만들어 쓸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언어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용 캠퓨터 언어는 배우고 쓰기 쉬운 기본 명령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말 로고의 명령문은 기존의 LOGO와는 달리 fd, rt, tt, pt의 네가지 기본 명령위에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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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해 구성되 어 있 다. 예를 들어 tt은 LOGO의 HT와 ST 명 령 을， tt c는 LOGO의 SETPC

C를， tt x, y는 LOGO의 SETXY[X Y]를， tt x, y, d는 LOGO의 SETXY[X Y]와 SETH D

명령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말 로고의 명령문들은 tt와 같은 하나의 기본 명령운을 중심으

로 tt(c), tt(x, y), tt(x, y, d) 와 같이 변수를 써서 만들어지기에 명령문 학습과 암기에 쉽다.

또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산수와 수학등에서 통용되는 기호와표현 방식을 쓸수 있는 언

어이어야 한다.

프로그래맹은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이묘로 교육용 프로그래맹 언어는 문제해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알

고리즘의 세가지 기본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언어로서， 특히 구조화 프로그

래맹과 리컬전 알고리즘 등을 위해 파스칼과 싸 언어의 함수문이 있어야 한다. BASIC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함수문이 없기 에 구조화 프로그래 맹 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작성 된 프

로그래맹이 GOTO문으로 얽혀 있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확장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이것은 함수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BASIC 언어 자체가 if 구문

등의 복문 처 리 에 서 GOTO운의 사용을 조장하기 때 문이 다. 특히 BASIC 프로그램 은 원 기

어렵고 새로운 명령어를 정의할 수 없어 확장성이 없으며 또한 『분할과 정복』이라는 방법

으로서 문제 해 결을 하는 하향식 표로그래 맹 은 불가능하다.

4) 호환성과 전이성이 있는 언어 :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에 다양한 한

글 처리 장치가 장착되어 보급되어 있다. 그러기에 교육용 프로그래맹 언어는 교육용 컴퓨

터가 아닌 컴퓨터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야 하며， 한글에 대한 호환성을 위해 언어 자체에

한글 처리 능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그래픽을 구현할 때 컴퓨터 하드웨어와의

효환성 이 문제 가 없어 야 하는데 , LOGO의 그래 픽 환경 은 Hercules 그래 픽을 쓰는 한국의

교육용 컴퓨터와 정상적으로는 호환이 안된다.

교육용 컴퓨터 언어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과거에 습득한 지식과 호환이 되며 또한 미

래의 학습에 전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LOGO 언어의 문법이 기존의 지

식과 변수와 함수 사용법 등에서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베이식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미래의 언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람직한 컴퓨터 언어는

과거에 습득한 산수-수학의 기호 체계등과 호환이 되며 또한 구조화 으로그래밍 기법과 리

컬전등이 가능해 미래의 학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에 대한 학습을 위한 조건

먼저 컴퓨터에 대한 학습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습이 있는데， 바람

직한 컴퓨터 언어는 이에 대한 학습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야 한다. 예를 들어 BASIC

과 말 언어의 shell 명령은 『도스』와 연결되며， 말 언어의 ~color~ ， ~systern “ega"~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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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켈러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와 관계된다. 또한 LOGO와 말 언어의 에디터는 워드포로세

서와 연결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에디터와 그것을 실행하는 검파일러나 인터표리터，

그리고 에려를 수정하는 디버거가 모두 한 환경에서 제공되면 프로그램의 작성 및 수정，

실행이 편리하게 되고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포트웨어에 자연스럽게 친할 수 있다.

다음， 컴퓨터에 대한 학습으로는 알고리즘 학습이 있는데，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

는 알고리즘 학습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는 알고리즘과 순서도가 간단히 들어가 있는데，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그렴을통해 나

타낸 것이다. 순서도에는 알고리즘의 세가지 기본 구조에 대응하여 반복형， 선택형， 직선

형의 세가지 모양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컴퓨터 언어의 명령은 각각 if 분기문(선택문)，

for 반복문 그리고 def 함수문의 명령이다，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그에 대응하는 순서도의 구조를 쉽게 또한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알고리즘의 세가지 기본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구조화 프로그래맹

(structured programing) 이 가능하고 또한 계 층적 인 하향식 프로그래 멍 이 가능해 야 함을 뜻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모율화 함 수 있어야 하며， 강력한 함수문을 갖고 있어

야한다.

3. 컴퓨터를 통한 학습을 위한 조건

빠른 계산 속도， 뛰어난 그래픽과 씨율레이션， 즉각적인 피이드 백 제공 등의 능력을 가

진 컴퓨더는 현재의 경직펀 학습 현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습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도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방법에는 SPC 방법， CPS

방법， 그리고 CPS+SPC 방법 등이 있다.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컴퓨터를 통한

학습을 위하여 이러한 학습방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 CPS(Computers Program Students) 학습용 언어 : CPS 학습은 캠퓨터 가 교사 또는 준

교사의 위치에 서서 학생의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의 유형이다. CPS 학숨의 유형에는 반복

연습형， 개인교수형， 모의실험형 등이 있는데， 요사이 CAl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소포트웨

어들이 CPS 학습을 위해 제작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CPS 학습의 진가는 기존의 시청각

도구 등으로 만들 수 없었던 학습환경읍 제공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참고

서를 컴퓨터 화면에 옮긴 소프트웨어 등은 바람직한 CPS 학습용이라 할 수 없다. 대화적

이고 역동적인 학습환경을 위해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LOGO 또는 MAL 언어의 함수문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 언어의 함수문은 파스캄이나 씨의 함수와는 달리 컴퓨터와 대화하며

만들어지고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기에 산수와 수학 학습에 획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 언어 명령문 if L> 함수 원(가) {반복 36 하자 {가자 가 ; 돌자 10)) d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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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퓨터 는 Iffunction 원 () is명령하면컴퓨터에키보드로이 명령문을λι
」

B t그 。

t누고r믿-보자.

definedJ)라 반응하며 함수 『원(가)J)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렇게 정의한 후， 원 (10)

가에 값을 지정하고 부르면 명령이 실행되며 컴퓨터 화변에 원이 그려진다. 이 때，

가에 다른 값을 주고 원(가)를 부르면 그에 해당하는 다른 크기의 원을 보게 된다. 이와같

처럼

이 말 언어의 de! 함수문은 기존의 시청각 도구가 제꽁할 수 없었던 대화적 학습환경과 또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CPS 학습을 위해 말 언어 함수를 써서 만틀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토

끼와 늑대로 이루어진 가상의 생태계에서 토끼와 늑대의 마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써율레

늑대의 수를 ;각각 x(t) 와 yet) 라만일 시간 t에 서의 동끼와이션 해준다 (Engels, 1984).

• I-dxjdt=ax-bxy
P'(t)=1

I-dyjdt=-cy十dxy

함수 eat(xp, yp)는 변수 xp와 yp에 토끼 와

시키며 입력해 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벌 언어‘--..，-_._~-~←←--←~-→-γ‘-----‘----

de앙f e않a와쩌t이(x째p’y왜p) { for 1::::1 tQ 4 print .... ; tt 0: tt: locate 22.4
input "x : 토꺼 : ": print xp, ~ ",: input "y : 확얘 : ’;
print yp: X=x=xp*O.l;Y::::y=yp양Q.l; tt(30*x-l50， 핑)*y-80)

for i=l to 9 { fd 3 ; fd -3: rt 40 } ; h=O.02
for i=l to 600 {, xl=x+2*x*h* {l-y) ; y=y+y*h*(x-l) ; x::::xl

if(i)loo && (X-x)*(X-x)+(Y-y)*(Y-y)<O.OO5) {print i: return}
pt 30*x-150, 30*y-80 }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늑대의 초기 마리수를 변화다음 으로그램의

1i

n‘
nJ

ia1

Fa

”
。,I

eat (10, 10))

i댐 )

eat (lO , 15),eat(3,5) ,실 멜4 • (바깥부터 차혜로 eat (l ,l ),

y : 같대 : 18. 1IlI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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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변화때의 결과로서，관찰 : 위의 결과들은 가상적으로 a=b=2, c=d=l 장았을

는 주기적임을 관찰할 수 있다. eat(10, 10) 을 설행시키면 그립 가운데에 점이 생긴는데 이

것이 로기와 늑대의 수에 변화가 없는 평형점 상태이다. 또한 이 점 근처의 상태곡선은 타

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2) SPC(Students Program Computers) 학습용 언어 : SPC 학습은 CPS 학습과는 달리

생이 능동적:로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하고，포로그래밍세우고，

학숨하는방통해통한 오류수정과 발견을또한 결과를실행을 통한 예측과 실험을 하고，

프로그래멍이 곧 문

제해결이묘로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알고려즘의 기본 구조를 따라 구조화 도로그래맹을 할 수 있

어야 되는데， BASIC에 서는 구조화 프로그래밍 기법 등이 불가능하무로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없다.

SPC 학습을 위 해 PERCs(Programing Exercise Related Contents) 등이 제 안되 었는데 , 다

음은 말 언어 표로그래맹을 통해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SPC 학습의 예이다. 지구

의 질량을 M, 인공위성의 무게를 mol 라 하고， 시간 t에 서 의 위치펙터와 속도벡터를 R과

V, 그리고 t-t-h에 서의 위치벡터와 속도벡터를 Rj과 Vj이 라 하자. 이 때 ， Newton의 법칙에

SPC 학습에서는

알고리즘을 표현하여 야 한다，

법으로 이러한 학습은 LOGO 언어의 기본철학이다.

*

의하여 다음 식들이 성렵한다.

-’ -> ->
Vj=V- (ahR/r 3

) (단， a= (중력 상수 G)*M이 고 r=IRf)
-’ -•, ->
Rj=R+v*h **

덮
속
，

S<p<1l. 2

이러한

함수 plan(p, q) 는 엔공위성을 수평 방향으로 p km/s의다음의 말 언어 으로그램의

말사한 경우의 궤도를 싸율레이션하여 보여준다.

관찰 : 아래 화면에서 위성의 움직임은 포물션의 자취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취의 유형은 속도 함수 plan(p, q) 의 p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면 다원을， p>1l . 2이 면 쌍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P二8이 면 원을，

말 언어-(뼈L BASIC)
def g() ;for i=1 to 4 ;fd 70;fd ~70;rt 90; next i; defend
def planetary(x,y,p,q,h,a,t)

{ input7，35 ， "발사 I " ; tt x/400 ,y/400;for i=O to 1500
r=sqr( x*x+y*y)
xl=x+p*h;yl=y+q*h
p=p-all<x*h/(rll<rll<r);q=q-a*y*h/(rll<rll<r.);x=xl;y=yl

fd x/400 ,y/400;next i}
def plan(p,q) {logo;tt;g();planetary(0,6371 ,p,q,5,398200 ,0)}

1i

n4

”J
i4

ra
”o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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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뻗 • ( rkt.mal )

알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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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n표표파μ멜I!!，l.l!표:파률흩꽤뭘J，i톨U

3) CPS+SPC 학습용 언어 :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학습과 프로그램 자체의 학습을 통해

CPS와 SPC 학습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법을 CPS+SPC 학습방법이라 한다. 학생들은 먼저

완성련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한 컴퓨터 치시에 의해 학습을 하고， 다음 그 프로그램 원문의

이 해 와 수정 을 통해 SPC와 CPS 학습을 동시 에 하게 펀다. 이 렇게 프로그램 의 OUTPUT과

SOURCE PROGRAM을 모두 학습에 활용하려 면 학생 이 사용하는 프로그래 빙 언어 와 교사

가 교육용 소프트웨 어 를 작성하는 도구가 같은 종류의 언어 일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광의의 저작기능을가져 SPC+CPS와 같은종합적인 학습을가능케 해야펀다.

현재 개말되어 있는 저작도구들은 협의의 저작도구로 이를 통해서는 CPS 학습만이 가능

하다. 즉 이러한 협의의 저작도구에 의한 프로그램 원문은 제작자 이외의 사람이 알기 어

려 운 블랙 박스로서 학생 은 그 블랙 박스의 OUTPUT 인 프로그램에 수동적 언 반응을 하는 학

습만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 나 바람직 한 교육용 프로그래 빙 언어 는 CPS는 불흔 SPC 학

습을 위해서 광의의 저작도구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 뜻은 학생이 소프트웨어에 적절한 반

발 언어-(뻐L C)
1 I def f(x)=x*x
2 I defmain() {logo; color; tt; target();
3 I input 3,24 , "100개의 화살울 과녁율 향해 쏠시다" ; y경s=O ;

4 I input 22，26 ， "시작하려면 엔터키률 누르셰요 !’ ;locate 22,57: input i
5 I for i=l to 100 { if arrow()==l then yes=yes+1 }; tt 0; tt -145,-85
6 I locate 17，29:input"명중 I 100 = ";print yes, ;input " I 100";
7 I locate 19，29:input"면적 = (명중1 1 00 ) = ":print yes/1oo , :locate 24.1}
8 I def arrow(){ x=rnd(lOO)/99; y=rnd(100)/99:
9 I pt(50*x,50*y); if(y<=f(x)) return 1 else return 0 }

10 I def target() {fd 50:tt O,O,O:fd 50:tt 50,50 ,180:repeat 4 {fd 1oo:rt:
11 I 90}: tt -lO,O;pai,nt;for x=-l to 1 step O. 아 pt(50*x ,50*f(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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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함으로서 학습을 하는 것외에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직접

작성해 봄으로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을 말한다. 다음은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컴퓨터의 특성을 이용해 몬테카를로 방볍이라 알려진 특별한 모의 실힘을 통해 확률과

통계 에 대 한 CPS十SPC 학숨의 예 이 다.

CPS 학습 :y=x*x 함수와 x축 그리고 x=l에 만들어 지는 면적을 다음과 같이 100개의

실 행 ↓수학척 합칠ν 설협 초기화면

1007뼈려 항상용 '*역용 항"Ii 용 ..'1따

시착하려연 앤터’l훌 누효째요 ’ .-
._--낱용않없I\.얄j鋼파I및갯뺑밸페

심 행 ↓몬테카흘로 방법에 의한면적의 값

10071으l 화양융 '*‘섹융 깐애 함시r·t

병충 / 1θII " 35.00 / 100
-E>

번석 " (영중/100 ) " 9.효

시작한혀언 앤터’l톨 누효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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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을 쏟 후 명중된 화살의 개수를 세어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와같이 컴퓨터를 통

해 면적을 구하는 컴퓨터 실험은 자연스럽게 확률과 통계에 대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SPC학습 : 학생들은 표로그램의 원문올 이해한 후， 주어진 포로그램을 약간 바꾸어 다원

이나 포물선에 의한 면적 등을 난수와 몬테카블로 방볍을 사용하여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

다. 특히 1행 의 clef f (x) 에 서 우변을 바꾸면 새로운 함수에 의한 면적의 근사값을 구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딱딱한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며， 그 원리가 확륭 개념

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자연스려운 학습에 도움을 준다.

II. 교육용 프로그래밍 엔어의 설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땀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의 일반적언 조건올 따라 컴퓨터 언어플 설

계 제작하려 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

다. 첫째，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배우기가 쉬워야하며， 특히 과거에 베이식이나 보고 언어

응을 배운 학생이 별도의 학숨없이 이 언어혹 컴퓨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현재 초 • 중 • 고교학생이 산수와 수학 등을 학습하기 쉽도록 수

학적인 기호 체계와 문볍 그리고 함수적 표현과 그래픽 표현 능력을 갖춘 언어이어야 한다.

셋째，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미래에 학생들이 대학 등에 가서 사용할 고급 컴퓨터 언어 (파

스칼， C 언어 등)들의 문볍구조와 여러 장점(구조적 프로그래빙 기법과 리컬전 앨고리즘

등)을 이 언어를 쓰면서 배울수 있어야 한다. 즉，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현재와

과거의 캠퓨터 지식과 미래의 컴퓨터 지식 사이에서 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캠퓨터 언

어로서 컴퓨터와 수학 학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 과거의 학습을 위한 설계

현살적오로 교육용 컴퓨터 언어의 문법이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는 BASIC의 문법과 100%

어긋나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수용되기 힘플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용 컵퓨터 언어는 BASIC

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BASIC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한 발전된 형태의 언어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베이식이외의 언어 (저학년 아동들이 많이 사용하는 LOGO 언어등)를 과거

에 배운 학생도 교육용 컴퓨터 언어블 쉽게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알고리

즘의 기본 구조를 따라 if 선택문， for 반복운， clef 함수운을 바탕으로 설계되야 한다.

또한 산수와 수학을 통해 익힌 수리적 표현법도 자연스럽케 이 언어에서 쓸수 있어야한

다. 예를 들어 LOGO의 비수학적인 문법은 운제가 있다. 예를 듭어 LOGO에 서는 변수 X

를 :X라고 표기하고 X에 36을 대입하는 표현을 MAKE "X 36과 같이 쓴다. 또한 말 로

고의 함수는 f (x, y) 과 같이 수학적오로 표현되나 LOGO에 서는 F:X:Y과 같이 벼수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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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으로

로고 언어를 배운 학생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래픽 명령문을 더해 제작되었다. 또한 말

for 그라고 def 명령문을 동시에 알아 듣

수행되는 것이므로 뚜렷한 경계는 없으나， 편

말 로고， 빌 파스칼， 말 씨의 4가지 명령

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Aberson & diSessa (1986) 는 LOGO의 함수문을

표현하고 있다.

말 언어는 과거에 기존의 GW-베 이식 이 나

베이식 언어의 기본 명령문 위에 로고 언어의

언어는 베이식과 로고와 파스켈과 싸 언어의 if,

는다. 물론 이 모두가 하냐의 언어인 말에서

의상 기존 언어와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 베이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말 베이식과 말 로고의 그래픽 화면에서 거북이와 그림 등

을 그리며 자연스볍게 산수와 수학 그리고 여러 컴퓨터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배운 언어는 다시 산수와 수학 학습 등에 쓰이도록 말 언어는 섣게되어 있다. 이제 말 언

어의 텍스트 화면에서 다음 명령으로 mal. mal 파일의 말 명령문들을 실행시켜 보자.

g굉M> run "11k'll. mal"

"1 I if 3<5 then print "MAL BASIC (말 베이식)" else print 3<5
충2 I if(3<5) { print("MAL C (말 씨)") ; print "You may use OOTO" }’ 3 I for i=lto 1 ; print "말 베이식" ; next i
혼4 I for i=1 to 1 step 1 do begin print("MAL PASCAL (발 파스칼)") end

5 I repeat 1 { print "MAL LOGO" , ; print" (말 로고)" }
"6 I def a(x)=x*x-3 ; 함수 b(x)=a(x-3)+5
혼7 I def f(x) {for i=1 to 36 ; fd x ; rt 10 ; next i }
혼8 I def g(x,y) { fd x ; rt y ; if x<l00 then g(x+3 ,y) }
"9 I a$="ab말" ; arx[I]=123 ; ary[50]=321 ;
횡10 \ 만얼 a$:::="ab벌” 이변 쓰자 "ASCII of a is ", a$[I ] 아니면 쓰자 G

~ 1---------------‘---------~------_._----~--- ----------------------------

1M> run "mal. 뼈1"

MAL BASIC (힐 빼이식 )
MAL C (알 써)

You may use GOTO
발베이식
빼L PASCAL (발 파:ε켈 )

MAL LOGD (멜 로고 )
function a() is defined
function b() is defined
f따cti。η f() is defln해

function g() is defined
ASCII of Q is 97

한햄핸

@
@

@@

@
@
@
@
@
@

쩔뻐m톨.....훌훌뺑總鍵뿔훌훌鐵풀뿔禮뿔顆뿔빼體빼삐삐

이 때， 말 언어의 에디려 화면에 mal. mal 파일에 을어있던 명령문이 하나씩 써지고 그

아래의 실행 til 면 애 서 mal. mal 파일의 명령문이 히나씩 실행쉰다. 회-띤의 .1과 ’3 명령

문이 각각 페이식의 M 분기 문괴. for. 만꽉문이 다. 또한혼 2와충 5 맹령문이 각각 시와파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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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의 영 링 운이 고， 다섯 벤째 냉 굉 운은 만 j로;고으의J rπ"epaeμt 'i만!사fμ~lj꽉_li

넉멍녕링운이에l서 j보i듯 함수와 배인운 등플 "'I 원 하 1 ’ j， 형- 10 영링운。 II 시 보늑 힌균 1닝 령 과 앵어

영링을 동시에 알。! 늪는다.

2. 미래의 학습을 위한 설계

BASIC 언어는 대학 등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언어로서 구조화 프로그래맹 및 리결천

을 할 수 없는 언어이며， LOGO 언어의 문법구조는 미래에 학생들의 수학 및 컴퓨터 언어

학습에 별 도움을 줍 수 없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교육용 캠퓨터 언어는 수학적 함수를 표

시할 수 없는 LOGO와 BASIC의 단점과 또한 구조화 프로그래밍 및 리컬전을 할 수 없는

GW-베 이 식 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즉，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미래에 학생들이

대 학 등에 가서 배 울 고급 컴 퓨터 언어 (C. Pascal)들의 여 러 가지 문볍구조와 장점 (함수 개

념， 구조적 프로그래밍， 리컬전 등)을 이 언어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말 언어의 문법은 씨와 파스칼 언어의 문법과 비슷하며， 또한 말 언어는 구

조화 프로그래빙과 리컬션을 가능케 하는 def 함수문을 갖고 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의 기본은 프로그램을 읽기 쉽고 교정과 변형이 용이하도록 논리적연

방법으로 작성한다는 것이다. 말 언어에서는 if, for 그리고 def 명령문을 사용하여 이러한

구조화 프로그래멍을 할 수 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 기볍의 한 예가 Top-Down(하향식 )

흔로그래맹 기법인데， 이러한 기법은 문제해결력과 조직적 사고 방식을 중요시 여기는 교

육목표에 부합된다. 또한 리캘전은 주어진 운제를 우리가 얄고 있는 문제로 단순화시켜 해

결하려는 문제해결의 한 방볍으로 교육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3. 현재의 학습을 위한 설계

대수학과 함수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LOGO 언어가 적당하지 않고， 또한 그래픽 구현

의 이유로 BASIC은 기하학과 그래프 학습에 적당치 않다. 그렇다고 두 개의 판이한 문법

구조와 특정을 갖는 언어를 수학 학습을 위해 동시에 사용할수는없는 일이다. 또한 LOGO

는 수학적 함수문이 없어서 뛰어난 그래픽을 수학교실에서는 십분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

러므로 바람직한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산수와 수학 등을 학습하는데 불

편없이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용 컴퓨터 언어는 산수와 수학의 중요한

개념인 함수와 그래프를 잘 표현함 수 있도록 수학적 함수와행렬 그리고 그래픽 표현을 위

해 여려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말 언어는 현재의 산수와 수학학습을 위해 베이식

과 로고의 단점을 산수-수학 학습 등을 위 해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여 제 작되 었다.

LOGO에 서 RT 45하면 거북의 벼 리 가 오른쪽으로 45도 회전하며 RT는 Right Turn의 약

자이다. 한펀 말 로고의 rt는 RoTate의 약자로 rt 45 명령은 거북을 45도 회전시키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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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달리 LOGO에

반약한 함수문을며 , 말 로고는 LOGO의

인데 회전 방향은 rt 명령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로고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

리고 rt로 회전 방향을 바꾼 후 다시 그리면 대청도형을 얻게 된다. 이와는

서는 대칭도형을 얻기 위해 RT와 LT (Left Turn) 를 서로 모두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

러 한 불편 때 문에 Zazkis & Leron (1991)은 말 로고의 rt 명 령 과 같은 FLIP 명 령을 제 안하

기 도 했다. 말 로고에서는 repeat 36 {fd 10 ; rt 10}과 같은 LOGO의 단순한 REPEAT 명

령은 물론 for i=l to 36 ; fd 10 ; rt 10 ; next i와 같이 i값이 변하는 베이식의 반복문도 지

원한다. 이외에 말 로고는 LOGO가 지원하지 못하는 행벤호와 goto 명령과 배열을 지원하

개선시켜 값을 툴려주는 기능이 있는 수학적

수의 표현을 가능케 했다.

한편LOGO는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으로 주어진 함수를 정의할 수 없다.

BASIC은 수식어로 주어지는 함수는 정의할 수 있3나 조건식과 점화식으로 주어지는 함수

는 정의하지 못한다. 말 언어는 기존의 BASIC과 LOGO의 이같은 단점을 def 함수문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극복했다. 먼저 수식으로 주어진 함수는 def f(x, y)=x*x+y*y 또는

def f(x, y) {return x*x+y+y}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절대값 함수와 같은 조건식으로 주

어진 함수는 def f (x) {if X<O then return-x else return x} 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펴보나키 점화식과 같은 정화식으로 주어진 함수도 def f (x) {if x<O then return

o else return f (x - 1) 十f(x-2)} 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한펀 딴 언어는 함수의 일종인 수

열과 행렬을 정의할 수 있도록 배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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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world goes into an informationized society, computer education is emphasized

nowadays and various efforts have been tried to introduce computers to the curriculum of

school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high school math program

provides not only flow charting but how to program as in other foreign countries. Then

BAsrA. will probably be selected for this purpose. But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fact that there are not a few negative views about BASIC.

It is time to drop the opportunism in which we have adopted BASIC or LOGO language

as a programing language for math and computer education without any criticism. It is

time to break from the passiveness with which we have received the existing languages

and have been only concerned about how to utilize them. We should consider what condi

tions are required of a programing language for math and computer education, and we

should try to design some new language which is best fit for our educational purposes.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explain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of

MAL, an educational computer language for math and computer learning, resulting from

the kinds of efforts mentioned above.

MAL (Mathematical Algorithn서c Language) is a computer language that is designed

to overcome some of the shortcomings of BASIC and LOGO languages. Founded on the

statements of BASIC that are most widely used, MAL was designed to unify the advan

tages of several languages including the graphics of LOGO, and the structured programing

techniques of C and PASCAL. Following the idea of Papert, the learner is supposed to

learn arithmetic, mathematics, and various computer commands while he draws pictures in

MAL LOGO, and the skills acquired in this way are supposed to be used again for

arithmetic and mathematics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