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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키우기(COMPUTE-IT)의 철학
이 교재는 컴퓨팅의 세 갈래 -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 디지털 활용 능력 - 을 지도하기 위해 창의적인 학습법을 이
용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가능하다면 실제 컴퓨터가 없어도 되게, 다른 교과목과 연계 학습이 되게 가르치고 있습
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새로 배운 지식과 연결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과목 학습이 효과적이게 됩니다. 컴
퓨팅 학습은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기는 하지만 땅 위에서 여러 역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학생들이 도시를 걸어다니며 연결점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때로는 교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도시에 대해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지도 없이는 학생들에게
여행 가이드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재가 바로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위를 대신하는 교재는 아니지만, 초보자들의 첫 출발에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각 학습 단계마다 상호 연계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학습 목표에 따라 배움의 여정을 계속하는 과정에
서 중요한 개념들은 몇 번씩 반복해서 익히게 되고, 이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머리에 새겨두게 됩니다. 각 학습 목표는
프로그래밍 국가 교육과정에 맞추어져 있어 균형 잡힌 교과과정임이 확실히 보장되고, 동시에 진도표와도 연계되어 있
습니다.

컴퓨팅이 비선형적인 과목이고 교과 진도를 학습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진도표에
그중 한 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과목의 전문가이고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 과목의 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생들이 초등 단계에서 이미 이전 단계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이 교재의 각 단
원을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맞게,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습 계획에 맞게 재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진도표의 목적은 학생들의 컴퓨팅 학습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열의 맨 첫 행은 학
교에서 컴퓨팅하기(Computing At School) 커리큘럼에 등장하는 컴퓨팅의 여러 갈래에 대응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들
이 국가 교육과정을 정확히 풀이하는 데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컴퓨팅의 각 갈래를 공부하는 진행 과정은 표에서 행마
다 세부화되어 있고 색상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잘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성취도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기존의 평가 체계와 함께 이용할 경우 각 행에 임의의 값(단계)을 지정해도 됩니다. 여
러분의 학교에서 다른 과목의 수행 능력에 기반한 컴퓨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진도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각 행에 대
한 값(단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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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컴퓨팅적 사고
이 교재는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 개념(예를 들면 사고의 과정, 추상화, 분해, 알고리즘적 사고, 평가, 일반화)이 전반
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는 컴퓨팅의 포괄적 원칙(이진법, 프로그램과 컴퓨터 구조에서의 반복)을 가르치기 때문
에,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은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자신 있게 처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문제 해
결 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진공 상태에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기보다는 교재 내
의 작업에 적절하며 지도하는 개념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재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더 친숙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요구와 작업 결과에 적절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구성
이 교재는 열두 단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에는 도전 과제가 하나씩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매 단원 처음
에 이 도전 과제를 접하고 단원이 끝날 때에는 과제를 완수하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배우고 도전 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학생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IT-생각하기: 사고 토의 활동입니다.
•IT-계획하기: 계획 단계의 활동입니다.
•IT-컴퓨팅하기: 실질적인 컴퓨팅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차시 계획을 통해 학생용 교재의 학습 자료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어떻게 수업을 재미있고 창의
적으로 진행할지 단계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 교재의 학생 평가
이 교재의 각 차시 계획에는 단원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진도표의 평가 보고서와 국가 교육과정 컴
퓨팅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계성은 각 차시 계획의 평가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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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여행 그 자체이지 목적지가 아니므로, 이 교재에서는 정식 누적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매
단계마다 평가표에 있는 채점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십시오. 변별과 학습 확장 안내가 매 차시마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 많은 학생들이 성취할 목표, 일부 학생들이 성취할 목표
가 각각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작업 대부분은 주관식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업의 기본은 공통적으로
성취하게 되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추가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팅 진도표
학생 진도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정보 기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디지털 콘텐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여러 유형을 구별할 줄 알며, 각 유형의 콘텐츠에서 정보가
오가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얻는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또 상호를 존중하며 의사 소통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콘텐츠 또는
접촉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교사의 감독 아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파일명과 폴더명을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 저장 및 편집한다. 사람들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험을
공유한다. 교실 밖에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루프와 선택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인지한다.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면
유용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다목적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간단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 상의 부적절한 콘텐츠나 접촉을 신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기술을 독립성을
갖고 이용한다.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에 신경을 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데이터와 정보)를 조정 및
제시한다.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한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드백에 기반해 해결 방안을
개선한다.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양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를 이용한다.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이터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알고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정보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시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함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시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해한다. 물리적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검색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검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또 검색 엔진이 ‘웹
크롤러(crawler)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을 안다.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 결합 및 이용한다.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시 신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치 및
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절차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하는지 이해한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파일
크기에의 영향을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인출-실행 주기와 관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하는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을 이해한다.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를 알고 있으며,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iMAP, POP,
FTP, TCP/IP)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정한다.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저급
언어(어셈블리어)와 관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는 점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려면 온라인 상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recursion).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용하여
재사용성이 보장된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다. 루프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루프와
‘For’ 루프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복수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이점을 이해한다.

규모가 작은(가설적인)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의
다중처리능력(멀티태스킹)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WAN, LAN 등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를
이해한다. 이들의 목적과 작동 방식, MAC 주소를 이해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법(Data Protection Act), 컴퓨터 오납용법 (Computer Misuse Act),
저작권 등 정보 기술 사용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

주의할 점: 진도표의 각 항목은 하나 이상의 학습성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2014년 출간 예정). 이를 통해 각 진도표와 국가교육과정 항목을 성취하기 위해 지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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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차시 목표 (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KS1(영국 초등 1-2학년 과정), 글
머리 기호 2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
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
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
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
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
라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필수 목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
여 쉽고 간단하게 기하학적 도형
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3.2.1 IT-계획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도형을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그
리는지 알고 있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
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
그램이 정밀하고 분명한 명령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
한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
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필수 목표
글로 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래
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3.2.2 IT-컴퓨팅하기

글로 된 알고리즘을 적절
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
어로 변환할 수 있다.

KS2(영국 초등 3-6학년 과정),
글머리 기호 1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권장 목표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
하는지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3.2.1 IT-계획하기

KS3(영국 중등 1-3학년 과정), 글
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가한다.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해답: 55~56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
프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문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3.2.2 IT-컴퓨팅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도형 작성 알고리즘을 그
릴 수 있다.

해답: 55~56페이지

▲평가 표 예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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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컴퓨터 본체 안에는

컴퓨팅 진도표
학생 진도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
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
령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
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
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디지털 콘텐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한다. 여러 유형을 구별할 줄 알며, 각 유형의 콘텐
츠에서 정보가 오가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
다는 점을 이해한다. 루프와 선택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
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
한다(디버깅 등).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인지한다.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
하면 유용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양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
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
론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이터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알 수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
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
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
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
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
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
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
보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
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
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라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
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
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
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
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
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
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
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
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
한 ‘나만의 명령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절차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
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
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
을 이용하는지 이해한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
을 이용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와 색
심도 사이의 관계, 파일 크기에의 영향을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
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
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
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
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
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
는 해당 영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
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
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
를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
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
귀; recursion).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
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용하여 재사용
성이 보장된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
한다. 루프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루프와 ‘For’
루프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이차원 데이터 구
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감산 등의 비
트 패턴을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
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복수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
는 것의 이점을 이해한다.

주의할 점: 진도표의 각 항목은 하나 이상의 학습 성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진도표와 국가 교육과정 항목을 성취하기 위해 지도해야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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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정보 기술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
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얻
는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또 상호를 존중하며 의사소통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콘
텐츠 또는 접촉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교사의 감독 아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파일명과 폴더
명을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 저장 및 편집한다. 사람들
과 컴퓨터가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술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 경험을 공유한다. 교실 밖에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 알고 있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
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다목적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
을 이해한다.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간단
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츠나 접촉을 신
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기술을 독립성을
갖고 이용한다.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에 신경을 쓴다. 다
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데이터와 정보)를 조
정 및 제시한다.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사용한 경
험을 공유한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드백에 기반
해 해결 방안을 개선한다.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
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
은 기능을 이해한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파
악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정보 기술 및 온라인 서비
스를 사용할 때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
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함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
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해한다. 물리적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검색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검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또 검색 엔진이 ‘웹 크롤
러(crawler)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을 안다.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 결합 및 이용한다.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때 신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
치 및 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
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
을 알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
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
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
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
항을 파악한다.

주의할 점: 진도표의 각 항목은 하나 이상의 학습성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2014년 출간 예정). 이를 통해 각
진도표와 국가교육과정 항목을 성취하기 위해 지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출-실행 주기와 관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하는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을 이해한다.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를 알고 있으며, 네
트워킹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iMAP, POP, FTP, TCP/IP)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과 온
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
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특
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려
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
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
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정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
는 저급 언어(어셈블리어)와 관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
적을 알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 사이드 스
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는 점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
델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게시
하려면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
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
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
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
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
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규모가 작은(가설적인)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실질
적인 경험이 있다.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의 다중 처리 능력(멀티태스킹)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WAN, LAN 등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를
이해한다. 이들의 목적과 작동 방식, MAC 주소를 이해하
고 있다.

정보 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데이
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컴퓨터 오납용법 (Computer
Misuse Act), 저작권 등 정보 기술 사용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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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컴퓨터 본체 안에는

컴퓨팅 진도표-국가교육과정의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 분과
학생 진도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

디지털 활용 능력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디지털 콘텐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여러 유형을 구별할
줄 알며, 각 유형의 콘텐츠에서 정보가 오가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
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교사의 감독 아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파일명과 폴더명을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 저장 및 편집한다. 사람들과 컴퓨터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상호 존중하
며 의사소통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콘
텐츠 또는 접촉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
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이해
한다. 루프와 선택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
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얻는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인지한다.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다양
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
면 유용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간단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 다목적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기술을 독립성을 갖고 이용한다.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
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
로 추론한다.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이터를 분류해 놓
으면 왜 정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알고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
색을 수행할 수 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
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주어진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디지
털 콘텐츠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기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
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험을
공유한다. 교실 밖에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상호 존중하
며 의사소통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콘
텐츠 또는 접촉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험을
공유한다. 교실 밖에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데이터와 정보)를 조정 및 제시
한다.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한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드백에 기반해 해결 방안을 개선한다.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
용하며,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
츠나 접촉을 신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다.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에 신
경을 쓴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
한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
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
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
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
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물리적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
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
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
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
항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책임감 있
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때 신고하
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 결합 및 이
용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
한다.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
해한다.
검색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검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또 검색 엔진이 ‘웹 크롤러(crawler)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
턴 인식).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
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
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
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주의할 점: 진도표의 각 항목은 하나 이상의 학습 성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진도표와 국가 교육과정 항목을 성취하기 위해 지도해야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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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

디지털 활용 능력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
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
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
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를 알고 있으며, 네
트워킹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iMAP, POP, FTP, TCP/IP)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
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절차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디지털 기기, 인
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
해한다.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치-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하는지 이
해한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파일 크기에의 영향을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패치-실행 사이클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메모리)에 어떻게 저
장되는지 이해하는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을 이해한다.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구
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
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
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
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
낸다.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
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
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
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
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
성의 유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
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 피드
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정
한다.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있다.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
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
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
려한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려
면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
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
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
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
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저급 명
령어와 관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는 점 등 클라이언
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recursion).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
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recursion).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
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복수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이점을 이해한다.
WAN, LAN 등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를 이해한다. 이들의 목적과 작동 방식, MAC 주소를 이
해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를 이해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법(Data
Protect ion Act), 컴퓨터 오남용 법
(Computer Misuse Act), 저작권 등 정
보 기술 사용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의 존
재를 알고 있다.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해 연산을 수
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복수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이점을 이해한다.
규모가 작은(가설적인)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의 다중 처리능력(멀티태스킹)
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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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컴퓨터 본체 안에는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

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비트 패턴이 숫자

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진법
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기로부

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

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

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치-실
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한다.

1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은 컴퓨팅과 전자 컴퓨터의 역사를 매우 간단히 설명하게 된다. 다음 주소에 유용한 관련 자료가 있다.
www.docstoc.com/docs/7805995/History-of-Computers---Powerpoint-4.

그다음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실제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만약 오래된 하드웨어
를 구할 수가 없다면 해당 구성 요소를 고화질 이미지 파일로 보여 줄 수도 있다. 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조사하게 한다. 그러
므로 여러분이 먼저 각 구성 요소를 인지하고 기능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링크를 통해 유용한 관련 배경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ww.tutorialspoint.com/computer_fundamentals/index.htm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루자면, 함수 처리 장치(function machine)는 숫자 하나(예를 들면 ‘4’)를 입력값으로 받아, 처리 과정(
‘3을 곱하시오’ 등)을 적용한 다음 다른 숫자(여기서는 ‘12’)를 출력값으로 내놓는다.
하나 이상의 처리 과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7을 더한 다음 3을 곱하시오’. 이 경우에는 출력값이 33이 된다.) 처리
과정의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33을 입력한 다음 3을 나누고, 그다음 7을 빼는 것이다. 이 경우 출력값이 4가 된다). 함수 처리
장치 자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 입력값을 가지고 같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처리 과정을 시작할
때 수동으로 조작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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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학습 목표
필수 목표
‘to compute’(계산하다; 컴퓨팅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수학적 계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팅(계산)할 수 있음을 알고, 첫 전자 컴퓨터는 계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을 인지한다.
컴퓨터 주요 부분의 이름을 안다.
모든 계산에는 모종의 입력값(숫자 등)과 과정(연산 등)이 필요하며 이는 출력값(해답)을 도출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함수 계산을 하려면 컴퓨터에는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며 컴퓨터는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해 출력값을 도출하는 점, 해
당 데이터와 출력값은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가능한 목표
함수 처리 장치의 다중 연산(곱셈, 나눗셈 등)을 포함한 보다 복잡한 기능을 파악한다.
RAM, PCI 버스와 같은 보다 복잡한 구성 요소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간단한 산수와 함수 처리 장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6~11쪽

Data(데이터)

연습 문제 1.1A 컴퓨팅 연대표

Compute(계산하기; 컴퓨팅하기)

연습 문제 1.1B 라즈베리 파이

Input device(입력 장치)

연습 문제 1.1C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Memory(메모리; 기억 장치)

연습 문제 1.1D 함수 처리 장치

Storage device(저장 장치)

연습 문제 1.1E 함수 처리 장치 카드

Processor(프로세서)

파워포인트 1.1A 초기의 컴퓨팅 기기

Output device(출력 장치)

파워포인트 1.1B 부품

Central processing unit(CPU) (중앙 처리 장치)

파워포인트 1.1C 함수 처리 장치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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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컴퓨팅 연대표, 연습 문제 1.1A, 파워포인트 1.1A
1.1.1 IT 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이는 연습 문제 1.1A, 파워포인트 1.1A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다음에는 시간 순서대로 이미

지를 검토하고 관련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이 이미지들은 모두 컴퓨팅이라는 테마로 연결되며, 그림 속의 모든 장치는 수학
적 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기기가 복잡해지고 처리 능력이 증
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요 활동 1: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파워포인트 1.1B, 연습 문제 1.1B, 연습 문제 1.1C
수업에서 1.1.2 IT 생각하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그다음, 학생들을 10~12명의 조로 나누어서 각 조에 오래된 예전 컴퓨터
또는 파워포인트 1.1B에 있는 부품 사진을 제공한다. 이 컴퓨터 또는 부품 사진에는 키보드, 마우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PU, RAM, 전원 장치, 팬(통풍기), 마더보드, 디스플레이 장치(VDU 또는 모니터), 헤드폰, 마이크, 디지털 카메라,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1.1.3 IT 컴퓨팅하기의 (a)를 완성하게 한다. 모든 학생에게 각자 조사할 부
품이 하나씩 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정보와 사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그
에 기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1.1.3 IT 컴퓨팅하기의 (b)를 완성하게 한다. 이는 연습 문제 1.1B와 연결된다. 라즈
베리 파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신 학생용 교재나 연습 문제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1.1.4 IT 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이는 연습 문제 1.1C와 연결된다. 그다음 1.1.3 IT 컴퓨팅하기와 1.1.4 IT 생각하기에서 찾아

낸 것을 발표하도록 하여, 각자에게 할당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컴퓨터가 작동하게 되는
지 설명하게 한다. 학생들은 설명할 때 관련된 부분에서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처리’, ‘메모리(기억 장치)’, ‘저장’, ‘데이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 활동 2: 프로세서는 어떤 일을 할까? 파워포인트 1.1C, 연습 문제 1.1D, 워크시트 1.1E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CPU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고, CPU와 함수 처리 장치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려 준다.
파워포인트 1.1C를 이용하여 함수 처리 장치 관련 학습 활동을 소개해 본다. 이는 이전에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해 본 게임과

비슷할 수도 있다. 여러 예시를 사용하여 게임을 설명한다.
앞서 한 학습 활동을 본 활동과 연결해 본다. 함수 처리 장치의 각 부분은 컴퓨터의 어느 부분과 대응할지 물어 본다. (입력 장
치=키보드, 프로세서=CPU, 메모리=RAM, 저장 장치=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출력=디스플레이) 추상화를 통해 한층 나아가
서, CPU가 함수 처리 장치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함수 처리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이는 1.1.5 IT 생각하기에 해당한다.
1.1.6 IT 컴퓨팅하기의 확장 버전을 소개해 본다. A3지 종이에 각자 함수 처리 장치를 그려 보도록 한다. 장치에 입력 장치, 메

모리, 프로세서, 디스플레이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 외에는 얼마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그 외에, 연습 문제 1.1D에서 함수 장치를 ‘꾸며’ 볼 수도 있다. 연습 문제 1.1E에는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드를 잘라서
나눠줄 수 있다. 그중 간단한 명령어에는 ‘A’가, 보다 어려운 명령어에는 ‘C’가 쓰여 있다. 학생들 각자에게 2차례가 있다. 활
동의 확장으로서, 학생들이 본 활동에 익숙해지고 나면 각자의 처리 명령어를 만들어서 빈 카드에 쓴 다음 ‘D’로 분류해 보도
록 한다.
활동의 결과로 완성된 함수 처리 장치와 카드를 교실에 전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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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컴퓨터는 생각하지 못한다
함수 처리 장치, 그 구성 부분과 기능, 그리고 컴퓨터의 핵심 부분과 그 기능(마우스, 키보드, 메모리, CPU, 디스플레이 장치)
사이의 평행선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1.1.7 IT 생각하기로 가서 CPU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본다. CPU의
역할에 대해 토의해 본다. CPU에는 지능이 있는가? CPU는 생각할 수 있는가? CPU는 자신이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
게 알 수 있는가? 토의가 끝나면 학생들은 CPU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CPU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CPU는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다.
CPU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실행한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 카드가 CPU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컴퓨
터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이후의 단원에 대한 맛보기가 될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메가비츠(Megabits) 영상을 보여 주면서 수업을 마치자. Understanding what makes your computer

games console work (컴퓨터 게임 콘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5분 58초)
www.bbc.co.uk/programmes/p011n175

차별화 및 확장
시작하기 활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자에 발명품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여러 중요 일자를 연대표 상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보다 모호한 일자도 발견해 내어 연속적인 연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20
세기와 21세기의 연대표가 특히 복잡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1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요 부품의 기본 기능을 올바르게 조사해 낼 것이다. 많은 수가 각 부품의 추가적인 기

능 역시 알아 낼 것이다. 일부는 RAM, PCI 버스와 같은 보다 복잡한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과 정보 역시 다양하게 조사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꼭 수학적인 처리 과정은 아닐 것이다).

많은 수가 다양한 처리 카드를 사용해 보다 복잡한 입력, 처리, 기억 조합을 만들 것이다. 일부는 다양한 처리 카드를 사용해
상당히 복잡한 처리 과정을 만들고 빈 카드에 스스로 만든 명령어도 써 넣어 볼 것이다.

숙제
에니그마(Enigma)와 로렌츠 암호 기계(Lorenz cipher machine)에 대해 최대한 조사해 오도록 한다. 누가 발명했는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였는가?

다음 권장 진도
1단원 2차시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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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1.1.1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1.1A
a) 이상고 뼈(BC 18000년 또는 그 이전), 주산(BC 200년), 아스트롤라베(1540), 해석 기관(1871), 콜로수스(1944), 맨체스터
베이비(1948)
b) 연대표에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컴퓨팅 기기 및 기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계산자(1632), 금전 등록기(1899), 에니그마(1938), 폰 뉴만의 EDVAC(1951), 전자 계산기(1965), IBM PC(1981), 초기
스마트폰(1995), 태블릿 컴퓨터(2010).

1.1.3b IT 컴퓨팅하기/연습 문제 1.1B
A: 비디오 출력

LED

JTAG 헤더

C: USB 포트(입력·출력 모두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입력 포트)

B: 오디오 출력
H: 다목적 입력 및 출력

이더넷 포트

CSI 연결 카메라

G: 디스플레이 입력

D: HDMI 출력

F: 저장 장치

E: 프로세서와 메모리
마이크로 USB 전원 장치
(메인보드 뒤쪽)

1.1.4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1.1C
구분
입력 장치
메모리 및 저장 장치

예
키보드, 마우스
하드 디스크, 메모리스틱, SD 카드, CD, RAM

프로세서

CPU

출력 장치

VDU 또는 모니터, 스피커

1.1.6 IT 컴퓨팅하기
데이터 입력 장치, 메모리,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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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1.1.3 IT 컴퓨팅하기

컴퓨터 내부에 있는 주요 구성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컴퓨터 내부에 있는 주요

연습 문제 1.1B

요소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

구성 요소의 이름을 알고

해답: 16페이지

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

치-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

있어야 한다.

떻게 서로 또는 다른 시스

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 에

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

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지한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1.1.3 IT 컴퓨팅하기

컴퓨팅 계산에는 반드시 입력

(위 참조)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모든 계산에는 모종의 입력

연습 문제 1.1B

값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

값(숫자 등)과 과정(연산 등)

1.1.4 IT 생각하기

한다.

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이 필요하며 이는 출력값(

연습 문제 1.1C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

해답)을 도출한다는 점을

1.1.6 IT 컴퓨팅하기

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

이해해야 한다.

해답: 16페이지

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1.1.3 IT 컴퓨팅하기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어

(위 참조)

(위 참조)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연습 문제 1.1B

떤 기능을 하는지, 이들이 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들

1.1.4 IT 생각하기

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

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

연습 문제 1.1C

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로서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해답: 16페이지

있기를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위 참조)

(위 참조)

권장 목표
함수 계산을 하려면 컴퓨

1.1.3 IT 컴퓨팅하기

컴퓨터는 메모리에 저장된 입

연습 문제 1.1B

력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

터에는 입력 데이터가 필요

1.1.4 IT 생각하기

입력 데이터는 출력값을 도출

하며 컴퓨터는 이를 특정한

연습 문제 1.1C

하기 위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방식으로 처리해 출력값을

1.1.5 IT 생각하기

처리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도출하는 점, 해당 데이터

1.1.6 IT 컴퓨팅하기

와 출력값은 컴퓨터의 메모

연습 문제 1.1D

리에 저장된다는 점을 이해

연습 문제 1.1E

한다.

해답: 16페이지

가능한 목표
함수 처리 장치의 다중 연

1.1.3 IT 컴퓨팅하기

함수 처리 장치의 다중 연산

연습 문제 1.1C

(곱셈, 나눗셈 등)을 포함한 보

정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

산(곱셈, 나눗셈 등)을 포함

1.1.6 IT 컴퓨팅하기

다 복잡한 기능을 파악한다.

적으로 추론한다.

한 보다 복잡한 기능을 파

연습 문제 1.1D

악할 수 있다.

해답: 16페이지

KS1, 글머리 기호 3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간단한 프로그램의 실행 과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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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위 참조)

(위 참조)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가능한 목표
RAM, PCI 버스와 같은 보

1.1.3 IT 컴퓨팅하기

여러 복잡한 내부 컴퓨터 부품

연습 문제 1.1B

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다 복잡한 구성 요소의 기

1.1.4 IT 생각하기

능을 설명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1C
1.1.6 IT 컴퓨팅하기
연습 문제 1.1D
연습 문제 1.1E
해답: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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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용 문구

2차시

알아두기
브래츨리 공원(Bletchley Park)이 2차 대전의 끝을 앞당기는 데 한 역할, 그리고 콜로수스(Colossus)가 코드 해독에 한 일은
컴퓨팅을 배우는 모든 학생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주제에 관한 BBC 영상은 다음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www.bbc.co.uk/history/places/bletchley_park
‘주요 활동 1’을 실질적인 쓸모가 있는 학습 활동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은 학생들이 회로를 만들 때 사용할 전자 부품과

그 부품들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학교의 과학 과목 또는 디자인과 기술 과목 쪽에서 해당 부
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로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대신 여덟 종류의 램프 순열이 그려진 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교재에서 언급된 모스 부호는 전기 신호를 보내 메시지를 보내고 부호를 이용해 글자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모스 부호는 길고
짧은 신호와 신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글자를 나타내는데, 이에 비해 디지털 컴퓨팅은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on/off의 이진
법 패턴을 사용한다. 이 두 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두면 좋다. 또한 이 중에서 더 복잡한 모스 부호는 왜 전자적
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적합한 체계가 아닌지 알아본다. (왜냐하면, ‘켜고 끄는(on and off)’ 두 가지의 상태 외에도 모스 부
호에는 점과 선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 바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이진법, 십진법 등 다양한 수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데이터는 바이트(byte) 단위로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1바이트는 비트(bit)라 불리는 더 작은 단위 8개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디지털 데이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값, on/off, yes/no 또는 1/0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0부터 7까지의 십진법 숫자를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다양한 숫자를 이진법에서 십진법으로, 십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분
명한 명령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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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연계
과학: 전기 회로와 회로 부품
역사: 브래츨리 공원, 전자 컴퓨팅의 역사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12~17쪽

연습 문제 1.2I 이진법 변환(핵심)

연습 문제 1.2A 십진법

연습 문제 1.2J 이진법 변환(보충)

연습 문제 1.2B 암호 부호표

연습 문제 1.2K 이진법 변환(추가)

연습 문제 1.2C 통제자와 피시험자가 가진 정보

파워포인트 1.2A 회로 신호 체계

연습 문제 1.2D 이진법으로 작업하기
연습 문제 1.2E 공통 단위(핵심)
연습 문제 1.2F 공통 단위(보충)
연습 문제 1.2G 공통 단위(추가)
연습 문제 1.2H 파일 크기

핵심 용어
Decimal(십진법)
Binary(이진법)
Bit(비트)
Byte(바이트)

강의 노트
시작하기: 암호 해독자
지난 단원의 총정리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을 되풀이한다. CPU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실행한다는 점이다. 어떤 데이터를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쓸모 있는 출력값 혹은 결과를 제
공할 수 있는(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두 넓은 의미의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심지어 사람도 넓은 의미
의 컴퓨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수학자가 하는 계산도 전자 컴퓨터와 비교하면 매우 느리다.
‘암호’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보안을 목적으로, 다른 단어, 글자 및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나 숫자를 대신 사
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공식에서 글자나 기호를 이용해 숫자를 대신하는 대수와 비교해 본다. 대수를 뜻하는 영단어
‘algebra’는 아랍인 알-콰리즈미(al-Khwarizmi)가 9세기에 쓴 중요한 수학적 논의의 라틴어 제목에서 온 말이다. ‘알고리즘
(algorithm)’이라는 말 역시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이차 대전 당시에 브래츨리 공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던 이야기를 해준다. 만약 앞서 에니그마와 로렌
츠 암호 기계를 조사하는 숙제를 내주었다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어도 좋겠다. 암호 해독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을 극도로 빠른 속도로 해내야 한다는 점, 또 인간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브래
츨리 공원의 암호 해독자들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콜로수스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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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1: 회로 신호 체계, 연습 문제 1.2A, 파워포인트 1.2A, 연습 문제 1.2B, 연습 문제 1.2C,
연습 문제 1.2D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십진법과 이진법 체계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1.2.1 IT 컴퓨팅하기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는 연습 문제
1.2A와 연관되어 있다.
학생용 교재를 통해 회로 신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반 전체와 함께 1.2.2 IT 생각하기의 내용을 토의해 본다. 시간이 충분하
다면 다음 주소에 있는 이진법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본다.
http://csunplugged.org/sites/default/files/activity_pdfs_full/unplugged-01-binary_numbers.pdf

시간과 장비가 있다면 1.2.3 IT 컴퓨팅하기를 해본다. 추가적인 회로 신호 체계 학습 활동을 하려면 파워포인트 1.2A(지시 사
항), 연습 문제 1.2B(모든 학생들이 받는 암호 부호표), 연습 문제 1.2C(통제자와 피시험자가 받는 정보지)를 보면 된다. 피시험
자 중 절반에게 연습 문제 1.2C를 나눠 주기 전에, 각 문제에 대한 답 하나를 무작위로 돌리자.
각 팀이 각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서 부정행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있으면 학생들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다른 정
보 세트를 갖고 게임을 다시 한 번 해 본다.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알려 주면 안 된다. ‘1’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고 ‘0’
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송 규약 역시 정해 두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1초마다, 2초마다 등) 1이나 0이 전달되어야 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회로 신호 체계 활동을 이진법 체계와 연결하여 1.2.4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이는 컴퓨터 과
학자들이 왜 숫자를 0에서부터 세는지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이는 연습 문제 1.2D와 연관된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 활동은 이후의 단원에서 인터넷 작동 방식을 공부할 때 중요해진다.

주요 활동 2: 비트와 바이트, 킬로바이트와 메가바이트, 연습 문제 1.2E-H
학생들이 비트와 바이트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활동 1을 완료했어야 한다. ‘메가바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이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메가바이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른 ‘~byte(바이트)’ 단위가
있는가?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해당 용어를 소개하고, 1.2.6 IT 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이는 연습 문제 1.2E(핵심), 1.2F(보
충), 1.2G(추가)로 이어진다.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해도 좋다.
학생들과 함께 1.2.7 IT 생각하기에 대해 토의해 본다. 컴퓨터 메모리는 이진수를 이용해 세고, 1킬로바이트(kilobyte; KB)는
1024바이트(byte)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완성할 시간이다. 도전 과제는 1.2.8 IT 컴퓨팅하기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연습
문제 1.2H와 1.2.9 IT 생각하기에 보충 내용이 있다.

총정리: 이진수로부터 정보로
이진법 셈, 데이터 전송 시 전송 규약의 필요성, 파일 크기와 이진수의 관계 등에 대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을지 고려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는다. 아래의 숙제와 관련하여, 앞서 만든 통신 규약이 모스 코드의 규약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함께 토의
해 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메시지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하여 암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중 많은

수는 4비트 이진법 값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이진법 체계가 기초한 패턴을 일반화하고 그 원칙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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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킬로바이트(kilobyte; KB), 메가바이트(megabyte; MB) 등 이진수가 커질 때 이름을

붙이는 기본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단위 간 변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바이트가
알파벳 철자 1개를 나타내는 크기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며, 일부는 파일 크기와 알파벳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숙제
숙제로 1.2.5 IT 생각하기를 내준다. 아니면, 연습 문제 1.2I(핵심), 1.2J(보충) 및 1.2K(추가)를 이용하여 이진법 수를 십진법으
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 과정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1.2.1 IT 컴퓨팅하기/연습문제 1.2A
번호

백

십

일

146

1

4

6

3

0

0

3

5

0

0

5

24

0

2

4

65

0

6

5

93

0

9

3

131

1

3

1

179

1

7

9

213

2

1

3

255

2

5

5

1.2.2 IT 생각하기
각 숫자는 바로 오른쪽 숫자의 두 배이다.

1.2.3 IT 컴퓨팅하기
a) 켬 켬 끔 = 6; 끔 끔 켬 = 1; 끔 켬 켬 = 3; 켬 켬 켬 = 7
b) 끔 켬 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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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IT 컴퓨팅하기/연습 문제 1.2D
a)

1bit

1bit

3bits

4bits

0

00

000

0000

1

01

001

0001

10

010

0010

11

011

0011

100

0100

101

0101

111

0111
1000
1001
1010
1011
1100
1101
1111

1비트로 가능한
조합의 총개수: 2

2 비트로 가능한
조합의 총개수: 4

3 비트로 가능한
조합의 총개수: 8

4 비트로 가능한
조합의 총개수: 16

b) 값이 8인 4자리 숫자가 필요하다.
c) 1비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1
2비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3
3비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7
4비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15
d) 0
e) 표 다음 열 위치의 값보다 1이 적다. 예를 들어 111은 7인데 이는 8-1이다.
f ) 다섯 번째 열이 있어야 한다.
g) 1의 값이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12 = 110이지만, 102 = 210, 1002 = 410이다.

1.2.5 IT 생각하기
해군 함정의 불빛, 수기 신호, 깃발 신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2.6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1.2E(핵심), 1.2F(보충), 1.2G(추가)
a) 7KB = 7 × 8 × 1024비트 = 57,344비트
b) 29KB = 29 × 8 × 1024 = 237,568비트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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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79KB = 279 × 8 × 1024 = 2,285,568비트
d) 1MB = 8,388,608비트
e) 2MB = 16,777,216비트

1.2.7 IT 생각하기
1024는 2의 10승 혹은 이진법 수로 10000000000이다.

1.2.8 IT 컴퓨팅하기/연습 문제 1.2H
a) 파일 A의 크기는 26바이트 그리고 208비트이다.
b) 파일 A가 26바이트인 이유는 알파벳에 26자가 있고 각 글자가 1바이트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c) 포함된 철자 크기를 다르게 하고 파일 크기를 기록하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
d) 학생들마다 다른 문장을 쓸 것이므로 완성된 표도 모두 다를 것이다.
e) 알파벳 1개는 8비트이다.

1.2.9 IT 생각하기
책에 있는 글이 보통 한 줄에 몇 글자가 있고 띄어쓰기는 몇 번 되어 있는지 세어 보고, 또한 보통 한 페이지에 몇 줄이 있는지,
책 한 권에는 몇 페이지가 있는지 세어 보게 한다. 이 세 개의 값을 한꺼번에 곱하면 일반적인 책 한 권의 철자 수 혹은 바이트
수를 알 수 있다. 이 숫자를 1,000,000(약 1MB) 로 나누면 1MB에 책이 몇 권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에는 300,000~600,000자가 있으므로, 1,048,576바이트로 구성된 1메가바이트에는 이와 같은 책이 길이에 따라 1권
에서 3권 정도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연습 문제 1.2I
binary(이진법)

decimal(십진법)

decimal(십진법)

binary(이진법)

1

0000

0

10

6

110

2

0001

1

11

10

1010

3

0010

2

12

15

1111

4

0011

3

13

28

11100

5

0100

4

14

43

101011

6

0101

5

15

100

1100100

7

0111

7

16

150

10010110

8

1000

8

17

200

11001000

9

1011

11

18

1024

1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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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2J
binary(이진법)

decimal(십진법)

decimal(십진법)

binary(이진법)

1

0000

0

9

1

1

2

0001

1

10

2

10

3

0010

2

11

6

110

4

0011

3

12

9

1001

5

0100

4

13

16

10000

6

0101

5

14

17

10001

7

0111

7

15

18

10010

8

1000

8

16

25

11001

연습 문제 1.2K
binary(이진법)

decimal(십진법)

decimal(십진법)

binary(이진법)

1

000000

0

12

3

11

2

000001

1

13

6

110

3

000010

2

14

15

1111

4

000011

3

15

20

10100

5

000100

4

16

30

11110

6

010101

21

17

38

100110

7

000111

7

18

43

101011

8

101001

41

19

100

1100100

9

101110

46

20

150

10010110

10

101010

42

21

200

11001000

11

111111

63

22

1024

10000000000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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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2.1 IT 컴퓨팅하기

다양한 수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진법, 십진법 등 다양한 수

1.2.2 IT 생각하기

인지한다.

한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1.2.3 IT 컴퓨팅하기

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

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야 한다.

파워포인트 1.2A

하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

연습 문제 1.2A

수행한다.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

연습 문제 1.2B

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

연습 문제 1.2C

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연습 문제 1.2D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

연습 문제 1.2E

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해답: 22~23페이지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
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1.2.5 IT 생각하기

데이터는 바이트(byte) 단위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

데이터는 바이트(byte) 단

1.2.4 IT 컴퓨팅하기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점을 인

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

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

위로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해답: 23페이지

지한다.

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

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점을 인지해야 한다.

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정밀하고 분명한 명령어를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을

을 파악한다.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2.3 IT 컴퓨팅하기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참조)

(위 참조)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

1.2.4 IT 컴퓨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디지털 형

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디지

파워포인트 1.2A

식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

털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한

연습 문제 1.2A

을 이해한다.

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연습 문제 1.2B
연습 문제 1.2C
연습 문제 1.2D
연습 문제 1.2E
해답: 22~23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권장 목표
디지털 데이터는 두 개의

1.2.4 IT 컴퓨팅하기

디지털 데이터는 두 개의 서로

1.2.5 IT 생각하기

다른 값인 1/0으로 표현된다

서로 다른 값인 1/0으로 표

해답: 25페이지

는 점을 인지한다.

현된다는 점을 인지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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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권장 목표
0부터 7까지의 십진법 숫

1.2.1 IT 컴퓨팅하기

0부터 7까지의 십진법 숫자를

1.2.3 IT 컴퓨팅하기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자를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파워포인트 1.2A

있기를 권장한다.

연습 문제 1.2A
연습 문제 1.2B
연습 문제 1.2C
연습 문제 1.2D
연습 문제 1.2E
해답: 22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가능한 목표
다양한 숫자를 이진법에서

1.2.1 IT 컴퓨팅하기

다양한 숫자를 이진법에서 십

1.2.2 IT 생각하기

진법으로, 십진법에서 이진법

십진법으로, 십진법에서 이

1.2.3 IT 컴퓨팅하기

으로 변환할 수 있다.

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1.2A
연습 문제 1.2A
연습 문제 1.2B
연습 문제 1.2C
연습 문제 1.2D
연습 문제 1.2E
해답: 22~23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가능한 목표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1.2.6 IT 생각하기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

연습 문제 1.2G

가바이트 사이의 관계를 이해

메가바이트 사이의 관계를

해답: 23페이지

한다.

이해할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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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
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루프와 선택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
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
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
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인지한다.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면 유용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1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컴퓨팅적 사고의 기초를 배운다.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소개되는 문제 해결의 논리적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먼저 조사를 해 보도록 한다. ‘컴퓨팅적 사고’라는 단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ISTE 웹 사이트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www.iste.org/learn/computational-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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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컴퓨팅적 사고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실제 세계)가 처리 과정, 데이터, 표준화된 표기에 따
라 단계를 밟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명령어를 해석하기 위하여 맥락과 상식
을 이용할 수 있고, 명령을 재확인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 중 어느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 인간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을 하는 데 특화된 반면 컴퓨터는 속도와 정확도가 요구되는 반복적 작업을 하는 데 사용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이 용어를 처음 접할 것이므로, 컴퓨팅적 사고를 간단화해서 작은 학습 활동 여러 개로 나누어 본다. 1차시에서는
분해와 알고리즘을 다룬다. 이 용어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처리 기술을 뜻한다. 이 개념들은 이후의
단원에서도 계속 다루게 되고, 그때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단원에서는 최대한 해당 주제를 재미있고,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다루려고 하였다.
‘시작하기’ 활동에서는 영상에 설명된 대로 간단한 카드 놀이를 배워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문제를 더 작게 나누면 해결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복잡한 활동도 일련의 작은 지시 사항 여러 개로 표시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지시 사항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알고리즘은 분명하며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지속성을 유지한다.
분명하고 정확하며 명확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한 문제도 컴퓨팅적 사고를 이용해 해결 가능함을 이해한다.

가능한 목표
분명하며 정확, 명확하고 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평가 및 수정하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분
명한 명령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사회 및 건강 교육(PSHE)/아동 건강(Every Child Matters): 갈등 해결, 철학적 사고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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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8~21쪽

Decompose(분해하기)

영상 2.1A 카드 놀이

Algorithm(알고리즘)

연습 문제 2.1A 알고리즘 스토리보드 양식
연습 문제 2.1B 알고리즘 또래 평가 양식

강의 노트
시작하기: 카드 놀이, 영상 2.1A
영상 2.1A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카드놀이 또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적당한 카드놀이를 하나 보여 준다. 이 카드놀이는 카드

를 먼저 학생들에게 하나 고르게 한 다음 몇 개의 간단한 단계를 밟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꼭 마법을 본 것 같은 느낌
이냐고 물어본다. 만약 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카드를 맞출 수 있는 걸까? 이야기해 본다.
만약 카드가 미리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 놀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로부터 학생들은 카드가 미리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 2.1A의 뒷부분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놀이 방식을 가르쳐 준다.

주요 활동 1: 분해하기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분해에 관해 이야기하고, 2.1.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그중 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만약 이
행동들 중 일부를 동시에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질문해 본다. 행위자와 행위가 어떻게 일련의 지시 사항을 만들어 내는지 파
악하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을 마쳤으면, 한두 팀을 불러 낸다. 팀에서 한 명은 파트너에게서 등을 돌리고 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써 있는 대로 읽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파트너가 읽는 대로 지시 사항을 실행해 보여야 한다. 이 활동에서 각 지시 사항대로
성공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세하고 명료한 지시 사항을 내릴 수 있는지 토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항목을 골라서, 어떻게 하면 해당 항
목을 분해하여 일련의 명백하고 정확한 지시 사항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본다.

주요 활동 2: 알고리즘 작성하기, 연습 문제 2.1A, 2.1B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다음으로는 2.1.2 IT 생각하기, 2.1.3 IT 컴퓨팅하기를 작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여기에서의 행위자(턱, 안쪽 이와 바깥쪽 이, 양치 방향, 치약, 물 등)와 행위(물건 집기, 양치 패턴, 헹구기, 뱉기 등)
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이 양자가 어떻게 일련의 지시 사항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본다.
연습 문제 2.1A를 보면 알고리즘 스토리보드 양식이 있다. 알고리즘을 완성하려면 양식이 학생당 몇 장씩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짝을 지어 상대방의 알고리즘에 대한 동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연습 문제 2.1B).

총정리
문제 분해 과정과 알고리즘 작성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처음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간단한 단계 여러 개로 분해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문제의 각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 지시 사항을 작
성하기도 더 쉬워진다. 문제의 각 부분을 해결하는 지시 사항이 올바른 순서로 결합되면 곧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
된다. 또한 문제 해결의 각 단계-알고리즘-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0

Unit 2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 과정에서의 핵심 단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항목을 작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중간 과정을 파악하여 더 복잡한 문제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닦기 알

고리즘의 스토리보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개요 스토리보드를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세부 과정을 파악할 것이다.

과제, 연습 문제 2.1A
하루의 일과를 알고리즘으로 다르게 다시 구성해 보도록 지시한다. 그다음,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알고리즘을 맡겨 테스트해
보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연습 문제 2.1A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가 알고리즘을 작성한 후 검사 과정을 거치고 증명할
것이다. 일부는 상세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해당 알고리즘이 주의 깊고 상세한 검사 과정과 평가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2.1.1 IT 컴퓨팅하기
예를 들면 차 한 잔을 준비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찬장에서 잔을 꺼낸다. 서랍장에서 티스푼을 꺼낸다. 수도꼭지를 튼다. 전기 주전자에 물 한 잔만큼을 붓는다. 수도꼭지를 잠
근다. 전기 주전자를 끓인다. 찬장에서 티백을 꺼낸다. (필요하다면) 찬장에서 설탕을 꺼낸다. (필요하다면) 냉장고에서 우유
를 꺼낸다. 잔에 티백을 넣는다. 물이 끓기를 기다린다. 물이 끓으면 주전자의 전원을 끈다(자동이 아닐 경우). 끓는 물을 잔에
붓는다. 차를 저어 보고 얼마나 진한지 확인한다. 차의 농도가 충분할 때까지 바로 전 단계를 반복한다. 잔에서 티백을 뺀다.
티백을 쓰레기통에 넣는다. (필요하다면) 차에 우유를 탄다. 차가 적절한 색이 될 때까지 바로 전 단계를 반복한다. (필요하다
면) 차에 설탕을 1티스푼 탄다. 차의 당도가 적절할 때까지 바로 전 단계를 반복한다. 티스푼을 집는다. 차를 열 번 젓는다. 티
스푼을 제거한다. 컵을 들어 올려 차를 한 모금 맛보는데, 만약 차가 너무 뜨겁다면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차가 마시기에 적
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바로 전 단계를 반복한다.
위 활동은 더 분해될 여지가 있고, 더 많은 세부적인 행위가 알고리즘에 추가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학생
들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세분화해야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할까?
커피나 핫초코 한 잔을 타는 경우라면 위의 과정이 달라질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물어본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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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1.1 IT 컴퓨팅하기

간단한 문제를 여러 작은 부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문제를 여러 작은 부분으로

해답: 31페이지

으로 분해할 수 있다.

떻게 알고리즘 이 디지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분해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

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

야 한다.

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분

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

명한 명령어를 따름으로

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

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

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한다.

점을 이해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
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
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
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 로 분 해하 여 해결
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1.1 IT 컴퓨팅하기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위 참조)

(위 참조)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2.1.3 IT 컴퓨팅하기

있다.

수 있어야 한다.

해답: 31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
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2.1.1 IT 컴퓨팅하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여러 작

(위 참조)

(위 참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여러

해답: 31페이지

은 부분으로 분해하는지 이해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는지

한다.

이해하기를 권장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2.1.1 IT 컴퓨팅하기

분명하고 정확, 명확한 알고리

(위 참조)

(위 참조)

분명하고 정확, 명확한 알

2.1.3 IT 컴퓨팅하기

즘을 작성할 수 있다.

고리즘을 작성하기를 권장

해답: 31페이지

KS2,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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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2.1.1 IT 컴퓨팅하기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며, 도출

(위 참조)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며,

2.1.3 IT 컴퓨팅하기

된 해답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해답: 31페이지

있다.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도출된 해답의 효율성을 평

KS3, 글머리 기호 1

점을 이해한다. 루프와 선택

가하기를 권장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및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2.1.1 IT 컴퓨팅하기

분명하며 정확, 명확하고 또

(위 참조)

(위 참조)

분명하며 정확, 명확하고

2.1.3 IT 컴퓨팅하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할

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작

해답: 31페이지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성할 수 있다.

(위 참조)

1차시

33

Unit 2.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2차시

알아두기
컴퓨팅적 사고란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답을 도출하려 할 때 올바른 설계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토대이다. 그다음으로는 해당
문제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 점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여 앞서의 해답을 일부 재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들은 프로그램에 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흔히 컴퓨팅적 사고를 이용한다. 한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각각의 단계에 대한 고정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단원에서 거칠 단계는 아래와 같다.
문제 파악하기
문제 분해하기
데이터 수집하기
패턴 파악 및 가설 검증
추상화
일반화
학생용 교재에 이 개념들의 정의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 단원 전반을 통틀어 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수업에서 소개될 두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존 스노(John Snow)와 브로드 스트리트(Broad Street)
의 식수 펌프 이야기(www.makingthemodernworld.org.uk/learning_modules/geography/05.TU.01/?section=2), 그
리고 말라리아 발병의 원인과 그 예방 (www.nursingtimes.net/malaria-its-causes-treatment-and-methods-ofprevention/203891.article)에 대해 잘 알아 두자. 스노의 지도를 A3 이상의 크기로 확대하여 보여 준다. 키탕가(Kitanga)는

가상의 지명으로 말라리아가 퍼져 있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지역을 대표한다.
키탕가 학습 활동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면 간단한데, 그 외에도 스
크래치(Scratch), 파이썬(Python) 등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분해하기’,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과 같은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분명하며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다.

권장 목표
‘패턴 인식’, ‘가설 검증’과 같은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분명하고 정확하며 명확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컴퓨팅적 사고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이는 전자 컴퓨터의 등장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이해한다.

가능한 목표
효율적인 답을 찾기 위해 분해된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
‘추상화’, ‘일반화’와 같은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그중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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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분
명한 명령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역사: 의약과 건강, 초기의 전염병 연구
지리: 지도 작업
과학: 병원 미생물, 질병의 원인과 예방, 전염병 연구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개인 건강 및 위생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22~29쪽

Computational thinking(컴퓨팅적 사고)

연습 문제 2.2A 스노 박사의 소호 지도

Data(데이터)

연습 문제 2.2B 알고리즘 만들기

Information(정보)

연습 문제 2.2C 컴퓨팅적 사고 퀴즈

Pattern identification(패턴 인식)

파워포인트 2.2A 존 스노 박사의 컴퓨팅적 사고

Hypothesis testing(가설 검증)

엑셀 2.2A 말라리아 모델(핵심)

Model(모델)

엑셀 2.2B 말라리아 모델(보충)

Abstraction(추상화)

엑셀 2.2C 말라리아 모델 - 최종 스프레드시트

Generalization(일반화)

2단원 스프레드시트 튜토리얼: 스프레드시트 이용하기
2단원 스프레드시트 튜토리얼(해설)
인터랙티브 2.2A 컴퓨팅적 사고 퀴즈

강의 노트
시작하기: 용어 복습
지난 단원의 주요 개념, ‘분해하기’, ‘알고리즘’을 복습해 본다. 학생들이 앞서 숙제로 해 온 스토리보드 중 일부를 다시 살펴본
다. 당시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하여 ‘컴퓨팅적 사고’라고 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주요 활동 1: 소호에서의 콜레라, 연습 문제 2.2A, 파워포인트 2.2A, 연습 문제 2.2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존 스노 박사와 1854년 소호의 콜레라 발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2,2,1 IT 생략하기를 완성하
도록 한다. 마시는 물과 병에 걸리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내면, 그다음에는 2.2.2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해당 문제 진행을 위해 연습 문제 2.2A를 확대 복사하여 보여 준다. A3 크기, 혹은 A2 크기로 확대해도 좋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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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결론에 대해 토의하고, 1단원에서처럼 행위자와 행위를 파악하며 이 양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스노 박사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여 브로드 스트리트의 펌프가 전염병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아낼 수 있기
를 바란다.
스노 박사가 소호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당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컴퓨팅적 사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다. 학생용 교재 그리고(또는) 파워포인트 2.2A를 이용해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알고리즘을 어려워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는 토론에 이어 카드 분류 활동인 연습 문제 2.2B를 진행할 수도 있다.

주요 활동 2: 키탕가에서의 말라리아, 엑셀 2.2A, 2.2B 및 2.2C, Year 7 스프레드시트 튜토리얼, Year 7 스
프레드시트 튜토리얼(해설)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고 컴퓨팅적 사고를 이용하여 동아프리카 키탕가 지역 말라리아 발병의 근원을 찾아 내고, 학생용 교재
의 다음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본다. 2.2.3 IT 생각하기, 2.2.4 IT 컴퓨팅하기, 2.2.5 IT 생각하기, 2.2.6 IT 생각하기, 2.2.7 IT 생각하기,
2.2.8 IT 컴퓨팅하기

이전에 밟았던 각 단계를 모두 밟도록, 그중 일부를 건너뛰지 않도록 한다.
2.2.4 IT 컴퓨팅하기, 2.2.5 IT 생각하기는 엑셀 2.2A(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엑셀 2.2B(데

이터 수집 및 공식, 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엑셀 2.2C(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데이터 모델링
에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2단원 스프레드시트 튜토리얼과 2단원 스프레드시트 튜토리얼(해설)을 통해
이전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본 적 없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2.7 IT 생각하기를 통해 토론 수업을 진행
해 볼 수 있다. 2.2.4 IT 컴퓨팅하기와 2.2.5 IT 생각하기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연습 문제 2.2A를 이용할 수 있다.

총정리: 컴퓨팅적 사고 퀴즈, 인터랙티브 2.2A
중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기에는 컴퓨팅적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가 어렵고 다소 추상적이다. 이해를 돕
는 데 인터랙티브 2.2A를 사용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2.2.1 IT 생각하기와 2.2.2 IT 컴퓨팅하기의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집단 사망 발생 지점, 문제의 원인이 물이었다는 점 등의 몇몇 요인을 파악하는 데 연습 문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집단 사망 지점이 발병의 근원으로 어느 특정 위치를 지목한다는 것을 파악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스노 박사의
알고리즘 뒤에 숨어 있는 추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연습 문제 2.2B를 풀어보게
한다.
주요 활동 2에서는, 대부분 엑셀 2.2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간단히 분석한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

다. 공식이 미리 입력된 엑셀 2.2B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면 처음에는 에러 메시지가 뜰 텐데, 이는
파일의 공식이 작동하려면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습 문제 2.2A를 통해 문제 해결의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스프레드시트 튜토리얼을 따라 엑셀 2.2A에 공식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작성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
기 위하여 모든 증거를 비교 및 대조할 것이다. 이들은 작성한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말라리아 발병에 대응해 효과적인 해결
책을 계획하려면 그들이 만들어 낸 모델이 좀 더 복잡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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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연습 문제 2.2C
숙제로 연습 문제 2.2C를 내어 준다. 인터랙티브 2.2A에 있는 질문이 반복되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
요소를 복습 및 정리할 수 있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2.2B
1. 문제를 파악한다.
2.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3. 식수 시설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모은다.
4. 사망 발생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모은다.
5. 패턴 인식과 가설 검증을 이용하여 사망 분포를 식수 시설의 분포와 비교하고, 감염된 식수의 위치를 파악한다.
6.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하여 감염된 식수 시설을 폐쇄한다.

2.2.7 IT 생각하기
모델 1에서는 마을마다 인구가 다르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다. 모델 2에서는 마을 주민 일부가 모기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기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감염된 인구를 기반으로 한 모델 3이 현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를 통해 늪 4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가장 낫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8 IT 컴퓨팅하기
예시:
1. 문제를 파악한다.
2. 모기의 예상 서식지를 찾아낸다.
3. 마을과 서식지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4. 그래프를 작성하거나 하여 말라리아 감염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5. 말라리아 감염과 특정 서식지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를 찾고, 가설을 검증한다.
6. 서식지에 살충제를 뿌린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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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2.3 IT 생각하기

알고리즘은 분명하며 명확해야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알고리즘은 분명하며 명확

2.2.4 IT 컴퓨팅하기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

한다.

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

정밀하고 분명한 명령어를

다는 점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

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을 파악한다.

보인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2.5 IT 컴퓨팅하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를

(위 참조)

(위 참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2.2.6 IT 생각하기

선별할 수 있다.

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2.5 IT 컴퓨팅하기

‘분해하기’, ‘데이터 수집’, ‘알

(위 참조)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분해하기’, ‘데이터 수집’,

2.2.6 IT 생각하기

고리즘’과 같은 용어를 올바르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리즘’과 같은 용어를

KS2, 글머리 기호 1

알 수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

한다.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분에 대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

작성 및 디버깅한다.

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게 적용할 수 있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2.2.3 IT 생각하기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2.2.4 IT 컴퓨팅하기

여 알고리즘을 설정해 볼 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하여 알고리즘을 설정해 볼

KS3, 글머리 기호 1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문(‘만약 … 아니면 …(if, then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있다.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가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2.2.5 IT 컴퓨팅하기

분명하고 정확하며 명확한 알

(위 참조)

(위 참조)

분명하고 정확하며 명확한

2.2.6 IT 생각하기

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2.2.8 IT 컴퓨팅하기

것을 권장한다.

해답: 37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2.2.4 IT 컴퓨팅하기

‘패턴 인식’, ‘가설 검증’과 같

(위 참조)

(위 참조)

‘패턴 인식’, ‘가설 검증’과

2.2.5 IT 컴퓨팅하기

은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같은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

2.2.6 IT 생각하기

있다.

할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2.2.8 IT 컴퓨팅하기
해답: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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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2.2.5 IT 컴퓨팅하기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며, 도출

(위 참조)

(위 참조)

효율적인 답을 찾기 위해

2.2.6 IT 생각하기

된 해답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분해된 문제를 평가할 수

2.2.8 IT 컴퓨팅하기

있다.

있다.

해답: 37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2.2.4 IT 컴퓨팅하기

‘추상화’, ‘일반화’와 같은 용어

(위 참조)

(위 참조)

‘추상화’, ‘일반화’와 같은 용

2.2.5 IT 컴퓨팅하기

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2.2.6 IT 생각하기

있다.

2.2.8 IT 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해답: 37페이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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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비상 대피 계획을 만들 학교 구역 내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하며,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에서 일하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학교 대피 계획 및 소방 규정 역시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
이다. 지역 당국에서 대부분 학교의 비상 대피 계획 작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관련 학교 건물의 내부 지도(축척에 따른 것을 권장)를 A3 크기로 복사해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지도만 보
고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해야 하는 일 중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분해하고, 그들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
고 분석하는 일이다. 또한 만약 실제 3차원 구조물을 보며 데이터를 모은다면 데이터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가능한 대피 경로를 직접 걸어 보고, 복도와 문의 넓이, 거리와 걸음 수를 재어 보고,
장애물을 파악하기를 권장한다. 그래야 학습 활동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더 나은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균값 구하기, 데이터 곱하기, 그래프 그리기 등
간단한 데이터 처리 작업에 도움이 되는 공식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공식이 미리 내장된 스프레드시트 템플릿을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문제 해결에 컴퓨팅적 사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템플릿에 학생 스스로 만든 공식을 추가하여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책을 평가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학생 스스로의 해결책을 만들어 데이터 모델링, 패턴 인식 및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추상화와 일반화를 적용하여 알고리즘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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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연계
수학: 시간 및 거리 측정, 속도 계산, 데이터 처리
지리: 지도 및 설계도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개인 안전, 장애인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30~33쪽

핵심 용어
없음

파워포인트 2.3A 대피 검토
연습 문제 2.3A 대피 계획 템플릿
연습 문제 2.3B 대피 계획 자기 평가 양식
엑셀 2.3A 대피 모델(핵심)
엑셀 2.3B 대피 모델(보충)

강의 노트
시작하기: 활동 준비, 파워포인트 2.3A
이전에 컴퓨팅적 사고 퀴즈(연습 문제 2.2C)를 숙제로 내주었을 경우, 답을 맞혀 보고 학생들이 컴퓨팅적 사고 관련 중심 용어
를 이해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다. 인터랙티브 2.2A를 다시 한 번 진행할 수도 있다.
대피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차시를 시작한다. 파워포인트 2.3A를 열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 준다. 만약 학생
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올바른 탈출 경로를 모른다면 어떤 기분일지 물어보도록 한다. 신속하고 질서 정연한 대피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긴급 상황이나 재난, 특히 개인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
지만 긴급 상황과 재난은 누구에게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대신 재난 대피 계획
을 준비할 수 있다. 재난 대피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긴급 대피 절차이다.
사람들은 긴급 상황에서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공포감이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이 점이 상황을 더 위
험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하다.
파워포인트 2.3A의 두 번째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주요 활동(학생용 교재에 자세히 설명된 이 단원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을

준비해 본다. 해야 할 일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최대한 빨리 건물을 안전하게 탈출하고 집합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
운 대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본 준비 활동을 할 때 사고 과정을 돕기 위해 짧은 영상을 준비할 수도 있다. (예: www.youtube.com/watch?v=UuTowptYlrM)

주요 활동 1: 대피 계획, 연습 문제 2.3A, 엑셀 2.3A
반을 나누기 전에, 학교 건물의 크기와 내부 배치에 따라 각 조마다 교실 구역을 지정해 주어도 좋다. 그다음으로 조의 각 구
성원마다 특정 교실이나 학습 공간을 배정받아야 하며, 가까운 탈출구와 집합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
내야 한다. 학생들이 행위자와 행위(행위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피를 계획할 지점의 내부 지도를 나누어 주고, 다음으로 학생용 교재 2.3.1-2.3.6 IT 컴퓨팅하기에 서술된 대로 도전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팅적 사고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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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구성원들은 데이터를 공유하여 각자가 맡은 계획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서의 탈출 과정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대피 계획 중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학생
들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연습 문제 2.3A에 대피 계획 템플릿이 제시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과제를 완성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데이터 기록과 데이터 관리 작업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
도록 권장해 본다.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엑셀 2.3A(공식 없음)이나 엑셀 2.3B(공식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 활동 2: 대피 계획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 연습 문제 2.3B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알고리즘에 만족하고 또한 시간이 있는 경우, 각자의 대피 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동
료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연습 문제 2.3B를 이용하여 각자가 작성한 해결책을 스스로 평가해 보게 할 수도
있다.
긴급 대피도, 계획 템플릿, 자기 평가 양식을 가지고 본 학습 활동의 내용을 교실 벽에 전시해 두어도 좋다.

총정리: 추상화와 일반화
총정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앞서 학습 활동에서 추상화를 사용했는지 묻고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한다. 앞서의 각 과정을 다
시 정리하며 학생들이 원래 마주했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논리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가장 거리
가 짧은 경로라도 만약 공간이 겹치는 다른 경로와 충돌한다면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큰 호텔, 병원, 대학교 건물의 대피 계획을 만들면 어떨지 질문해 본다.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
잡하므로, 컴퓨터가 사용되어 여러 가능한 대피 계획을 설정하고 그중 가장 나은 계획을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컴퓨팅적 사고는 점점 더 과학과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능력임을, 컴퓨팅 사고
력 키우기 수업 전체를 통틀어 컴퓨팅적 사고가 그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차별화 및 확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빌딩에서 탈출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
장 짧은 탈출 경로를 설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조사한 데이
터를 분석하여 여러 부분의 계획을 하나의 일관된 대피 계획으로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엑셀 2.3A와 엑셀 2.3B를 통해 데
이터 수집을 보조해도 좋다.
학생들이 적절한 지도와 지시 사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전체 지도, 일련의 지시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일
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비행기의 대피 계획과 유사한 짧은 영상 및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숙제
다음 단원 소개 및 준비를 숙제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또는 학생들이 앞서 연습 문제 2.3B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해
자기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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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Unit 2-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3.1 IT 컴퓨팅하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2.3.2 IT 컴퓨팅하기

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

분해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2.3.7 IT 생각하기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

한다.

작성 및 디버깅한다.

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다는 점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

분해하여 해결한다.

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알고리즘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
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
분에 대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
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3.2 IT 컴퓨팅하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를

(위 참조)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2.3.3 IT 컴퓨팅하기

생산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트, 숫자)을 인지한다. 프로그램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2.3.7 IT 생각하기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한다.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면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유용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가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2.3.1 IT 컴퓨팅하기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위 참조)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어

2.3.7 IT 생각하기

있다.

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야 한다.

아니면 … (if, then and else)’
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
론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2.3.1 IT 컴퓨팅하기

문제 해결에 컴퓨팅적 사고를

(위 참조)

(위 참조)

문제 해결에 컴퓨팅적 사고

2.3.2 IT 컴퓨팅하기

적용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을 권

2.3.3 IT 컴퓨팅하기

(위 참조)

장한다.

2.3.4 IT 컴퓨팅하기
2.3.5 IT 컴퓨팅하기
2.3.6 IT 컴퓨팅하기
2.3.7 IT 생각하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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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2.3.1 IT 컴퓨팅하기

(위 참조)

(위 참조)

문제 해결책을 평가할 수

2.3.7 IT 생각하기

알고리즘

보고용 문구

자료

문제 해결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
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
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
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
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
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
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
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
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2.3.1 IT 컴퓨팅하기

학생 스스로의 해결책을 만들

(위 참조)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학생 스스로의 해결책을 만

2.3.4 IT 컴퓨팅하기

어 데이터 모델링, 패턴 인식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들어 데이터 모델링, 패턴

2.3.5 IT 컴퓨팅하기

및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점을 이해한다. 루프와 선택 구

인식 및 가설 검증을 할 수

2.3.6 IT 컴퓨팅하기

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

있다.

2.3.7 IT 생각하기

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
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
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
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알고리즘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2.3.1 IT 컴퓨팅하기

추상화와 일반화를 적용할 수

(위 참조)

(위 참조)

추상화와 일반화를 적용하

2.3.5 IT 컴퓨팅하기

있다.

여 알고리즘이 다양한 상황

2.3.6 IT 컴퓨팅하기

알고리즘

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2.3.7 IT 생각하기

(위 참조)

이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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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Unit 3

도형 그리고,
조작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

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

확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류

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

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구문(if)을

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 수 있다.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

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해답을 만든다.

점을 알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

을 알 수 있다.

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
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점을

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

알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

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

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게 선택한다.

1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은 수학, 예술, 컴퓨터 과학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 특히 예술적·수학적 개념에 바탕하여 예술 작품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창조성과 상상력은 공통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게 된다. 본 과정에서 기초적인 수리 능력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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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도형 그리고, 조작하기

일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단원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정다각형의 특성을 기초로 하게 된다. 삼각형, 정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의 정다각형과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학습할 것이다.
학습 후반부에서 여러분은 학생들이 간단한 알고리즘 설계를 알 수 있도록, 또한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추상화)과 문
제를 작은 단위 여러 개로 나누는 능력(분해)의 중요성을 파악하도록 돕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 중 하
나로서 반복(repetition, iteration)을 배우게 된다. 또한 기초적인 도형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변, 각도 및 그 상호 관계 등 정다각형의 기본 특성을 알 수 있다.
패턴이 여러 물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점과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다.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 수 있다.
‘분해하기’, ‘추상화’와 같은 핵심 개념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등 정다각형의 핵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도형의 핵심 특성을 통해 도형을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알고리즘에서 반복을 사용하며 그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가능한 목표
	더 복잡한 정다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등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진 도형에 대해 알아
본다.
	여러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디버깅).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분
명한 명령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기하학적 도형, 각도 및 좌표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미술: 모양, 패턴 및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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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34~39쪽

추상화

파워포인트 3.1A 2012년 런던 올림픽 설계도

일반화

	파워포인트 3.1B 판 두스부르흐(van Doesburg)식 정

기하학적 도형

사각형 그리기

분해하기

연습 문제 3.1A 정다각형

알고리즘

연습 문제 3.1B 패턴

좌표

연습 문제 3.1C 도형 그리기

반복

연습 문제 3.1D 알고리즘에서의 반복
애니메이션 3.1A 여러 도형의 알고리즘

강의 노트
시작하기: 도형과 패턴, 파워포인트 3.1A
파워포인트 3.1A의 슬라이드 1에 있는 2012년 런던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 설계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설계도가 컴퓨터 지원 설계(Computer-Aided Design)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 설계도의 구조물에는 다양한 기
하학적 도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설계 과정에서 미적인 요소도 고려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자와 컴퓨
터 과학자라면 이 문제 상황을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나누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문제 상황을 몇 개의 핵심 개념으로
추상화했을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슬라이드 2는 컴퓨터 과학자와 예술가가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상황
을 예시로 들어 보이고 있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판 두스부르흐 그림은 한 사람이 수학, 예술, 컴퓨터 과학을 결합시킨 결과
물이다. 3.1.1 IT 생각하기를 통해 이에 대해 간단히 토의해 볼 수 있다.
파워포인트 3.1A의 슬라이드 3~5에서는 기하학적 도형의 사진과 도형의 핵심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용 교재의 ‘도

형’ 부분 보충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또한 정다각형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는 개념 이해
를 간단히 평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실질적인 도형 관련 활동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가 될 것이다.

주요 활동 1: 정다각형과 반복 패턴, 연습 문제 3.1A 및 3.1B
연습 문제 3.1A를 이용해 정다각형이라는 개념과 그 핵심 특성을 반복 학습한다 (3.1.2 IT 생각하기). 또한 연습 문제 3.1B를 이

용하여 반복 패턴(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개념을 재학습한다(3.1.3 IT 생각하기). 조별로 아이디어를 모아 본다. 총정리 시간에
토론하게 될 것이다.

주요 활동 2: 알고리즘, 파워포인트 3.1B
파워포인트 3.1B를 이용한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판 두스부르흐의 그림이 등장한다. 이를 이용해 그림에서 어떤 도형을 볼

수 있는지 토론해 본다(3.1.4 IT 생각하기).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분해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그림이 개별적인 도형 여러 개
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사각형과 같은 간단한 도형을 그리는 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
명한다. 3.1.5 IT 계획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이 다음으로는 학습 활동에 관한 학급 토론을 진행하여,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
는 것, 정확한 지시 사항, 분해 및 추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제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반 두스부르흐의 그림을 재현할 수 있을까? 그 외에

1차시

47

Unit 3. 도형 그리고, 조작하기

해야 할 일로는 무엇이 있을까? 위치라는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통해 좌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형이 여러 개 있다면, 외계인에게, 또는 컴퓨터에게 각 도형을 어느 지점으로부터 그리기 시작할지 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용 교재의 ‘알고리즘 다듬기’ 부분을 잘 읽어 보고, 3.1.6 IT 계획하기를 완성하게 해본다. 연
습 문제 3.1C의 문제 1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한두 명 지원자를 골라 작성한 지시 사항을 소리내어 읽게 하고, 또다른

학생이 그에 따라 칠판에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한다. 파워포인트 3.1B(슬라이드 2)로 돌아가 위의 활동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지시 사항이 반복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 좋겠지만, 만약 언급하지 않는다면
토론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한다.
학생용 교재의 ‘알고리즘에서 반복 사용하기’ 부분을 수업에서 함께 읽고, 3.1.7 IT 계획하기를 풀게 한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학생들끼리 짝을 지은 다음 각자의 공유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다. 이는 연습 문제 3.1C의 문제 2이기도
하다.
3.1.8 IT 계획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연습 문제 3.1D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삼각형, 직사각형, 오각형 및

육각형의 알고리즘을 고안할 수 있어야 한다.

총정리: 생각 모으기, 복습하기 및 요약하기
수업을 끝맺으며, 수업에서 소개했던 주요 개념(수학, 미술과 디자인 및 컴퓨터 과학 간의 밀접한 관계, 문제를 여러 작은 부
분으로 나누는 분해하기라는 개념, 상황의 알반화된 설명을 제시하기 위하여 생각을 추상화한다는 개념, 여러 과정을 설명하
기 위해 알고리즘 사용하기, 과정을 되풀이하기 위하여 반복하기)을 다시 언급한다. 그다음으로 애니메이션 3.1A를 틀어 준다.
각 도형의 경우 알고리즘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 주어 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차별화 및 확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형을 판별해 내고 연습 문제 3.1A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핵심 특성 중 일부 또는 대부
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습 문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핵심 특성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고안하
는 데 있어 일부 과정은 생략하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학생들에게는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다른 방식의 알고리
즘, 그리고(또는) 일반화된 해결책을 찾아보게 한다. 이는 학습 활동의 확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오각형의 알고리즘을 만들
어 보도록 할 수 있다.

숙제
3.1.9 IT 계획하기를 숙제로 내어 주어 다음 수업을 예습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포함할 도형의 핵심 특성, 또한 알고리

즘에서 반복 과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
도전 과제의 내용은 도형을 그리고 그 위치를 정하여 켈트·이슬람 미술 작품을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었
다. 해당 숙제의 내용이 도전 과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연습 문제 3.2A를 통해 제시된 그리드(격자)
위에 그림을 그리도록 할 수 있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2차시

48

Unit 3

정답 및 풀이
3.1.2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3.1A
a) 내각이 60도인 정삼각형.
b)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
c) 내각이 108도인 정오각형.
d) 내각이 90도인 정사각형.

3.1.3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3.1B
a) 첫 번째 패턴은 자연수를 11배한 것이고, 두 번째 패턴은 숫자에 계속 2를 곱하는 패턴이다.
b) … 55 66 77 / … 32 64 128
c) 해당 그림에서는 표면을 육각형, 오각형 및 정사각형 패턴을 ‘모자이크식’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여 사이에 틈이나 겹치
는 부분 없이 타일을 배열함)으로 덮고 있다.

3.1.5 IT 계획하기
예시(단어 선택과 변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음.)
Forward 4(앞으로 4만큼) 			

Forward 4(앞으로 4만큼)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Forward 4(앞으로 4만큼) 			

Forward 4(앞으로 4만큼)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3.1.6 IT 계획하기, 3.1.7 IT 계획하기/연습 문제 3.1C
학생들은 ‘펜 들기’ 및 ‘펜 내려놓기’ 명령어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다른 색으로 세 가지의 다른 도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검은색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Select Black Pen(검은 펜 고르기) 		

Forward 4(앞으로 4만큼)

Pen Up(펜 들기)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Move to 6, 10(좌표 6, 10으로 이동하기)

Forward 4(앞으로 4만큼)

Pen Down(펜 내려놓기)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Forward 4(앞으로 4만큼) 			

Forward 4(앞으로 4만큼)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반복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Select Black Pen(검은 펜 고르기) 		

Repeat 4(4번 반복하기)

Pen Up(펜 들기) 				

Pen Down(펜 내려놓기)

Move to 6, 10(좌표 6, 10으로 이동하기)

Forward 4(앞으로 4만큼)

Pen Down(펜 내려놓기) 			

Right 90(오른쪽으로 90만큼)

Pen Up(펜 들기)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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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IT 계획하기/연습 문제 3.1D
a) 정삼각형의 외각은 120도이다.
정오각형의 외각은 72도이다.
정육각형의 외각은 60도이다.
직사각형의 외각은 90도이다.
b) 원.
c)

Triangle(정삼각형)
Repeat 3
(3번 반복하기)
Forward 5
(앞으로 5만큼)
Right 120
(오른쪽으로 12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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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angle(직사각형)
Repeat 3
(3번 반복하기)
Forward 5
(앞으로 5만큼)
Right 90
(오른쪽으로 90만큼)
Forward 7
(앞으로 7만큼)
Right 90
(오른쪽으로 90만큼)

Pentagon(정오각형)
Repeat 5
(5번 반복하기)
Forward 5
(앞으로 5만큼)
Right 72
(오른쪽으로 72만큼)

Hexagon(정육각형)
Repeat 6
(6번 반복하기)
Forward 5
(앞으로 5만큼)
Right 60
(오른쪽으로 60만큼)

Unit 3-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1.2 IT 생각하기 /

패턴이 여러 물체 사이의 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며, 간

패턴이 여러 물체 사이의

연습 문제 3.1A

계를 규정한다는 점을 알 수

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

관계를 규정한다는 점과 반

3.1.3 IT 생각하기 /

있다.

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

복되는 패턴이라는 개념을

연습 문제 3.1B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다

알아야 한다.

해답: 49페이지

이 정밀하고 정확한 명령어

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류를 피

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파악한다.

보인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
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구문(if)
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
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1.6 IT 계획하기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

(위 참조)

(위 참조)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

3.1.7 IT 계획하기 /

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작성

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하

연습 문제 3.1C

할 수 있다.

는지 알아야 한다.

해답: 49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1.6 IT 계획하기

문제를 분해하고 생각을 추상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분해하기’, ‘추상화’와 같은

3.1.7 IT 계획하기 /

화할 수 있다.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핵심 개념을 알며, 설명할

연습 문제 3.1C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지 알 수 있다. 문제를 분해하

수 있어야 한다.

해답: 49페이지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여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

가한다.

분에 대한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3.1.8 IT 계획하기 /

도형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위 참조)

(위 참조)

각 도형의 핵심 특성을 통해

연습 문제 3.1D

핵심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도형을 정의할 수 있도록 권

해답: 50페이지

장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3.1.7 IT 계획하기 /

간단한 알고리즘을 최대한 효

(위 참조)

(위 참조)

간단한 알고리즘에서 반복

연습 문제 3.1C

율적인 방식으로 작성하기 위

을 사용하며 그중요성을 알

해답: 49페이지

하여 반복을 사용할 수 있다.

수 있도록 권장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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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3.1.7 IT 계획하기

효율적인 해결책을 설계하기

(위 참조)

(위 참조)

여러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

3.1.8 IT 계획하기 /

위하여 알고리즘에 있어 다양

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연습 문제 3.1C, 3.1D

한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있다.

해답: 49~50페이지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연습 문제 3.1C, 3.1D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

(위 참조)

(위 참조)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

해답: 49~50페이지

고 수정할 수 있다.

하고 수정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
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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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앞서 정의했던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한다. 알고리즘과 코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알고리
즘은 해답을 정의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반복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을 코드에 구현(implement)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작성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원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반복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코드에 부합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각자 고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펜을 선택하는 명령어, 펜을 들거나 내려놓고 움직이고 돌리는 등의 명령어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교재에는 스크래치 2.0 버전에 기반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도 이를 어렵지 않게 적용하거나 변환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릴 수 있다.
글로 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되는지 알 수 있다.

권장 목표
그래픽 및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실제로 시도해 본다.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판 두스부르흐식 미술 작품을 만든다.

가능한 목표
고급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여 도형을 자동적으로 위치 지정하고 작품에 추가 요소를 더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하여라.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하여라.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기하학적 도형, 각도 및 좌표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미술: 모양, 패턴 및 색상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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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40~41쪽

핵심 용어
Graphical programming(그래픽 프로그래밍)

파워포인트 3.2A 빨간색 정사각형
연습 문제 3.2A 미술 작품 만들기
연습 문제 3.3A 미술 작품 그리기
3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3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스크래치 3.2A 해답 예시 1
스크래치 3.2B 해답 예시 2
스크래치 3.2C 해답 예시 3

강의 노트
시작하기: 알고리즘, 파워포인트 3.2A, 연습 문제 3.2A
파워포인트 3.2A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지난 수업에서 소개된 판 두스부르흐 식 그림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이제 일부 도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숙제를 할 때 도형을 사용해 판 두스부르흐 식 그림을 만들어 보았을 것이
다. 슬라이드 2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특정 색상으로 정사각형을 그릴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다시 이야기해 둔
다. 학생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각자의 작품에 포함시키려는 도형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어떨지 써 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3.2.1 IT 계획하기이며, 학생들이 이미 앞서 숙제를 하면서 살펴보았을 연습 문제 3.2A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알고리즘부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연습 문제 3.2A
학생들은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자기가 쓴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
래밍 언어의 명령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학생용 교재를 보면 알고리즘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으며 또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미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연습 문제 3.2A를 보충적
으로 사용해서 3.2.2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3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그리고(또는) 3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본 활동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 활동의 연장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움말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학생들이 일단 기
본 개념을 알고 난 다음, 도움말 기능을 통해 도형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지정하고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총정리: 내다보기
학생들 중 일부를 골라 본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각자가 한 작업을 칠판에 써 보게 한다. 그다음으로는 학생용
교재의 ‘켈트·이슬람 미술’ 부분을 읽도록 하고, 다음 수업 준비로서 3.3.1 IT 생각하기를 완성해 오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학생들 모두가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간단한 도형을 만들고, 알고리즘과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 내어 간단한 정다각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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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명령어를 코딩(작성)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들에게는
더 효율적인 다른 접근 방법을 찾아보고 과정을 자동화할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숙제
학생들이 다음 수업 전까지 연습 문제 3.3A의 (a) 부분을 완성해 오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3.2.2 IT 컴퓨팅하기/연습 문제 3.2A
결과물은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과 판 두스부르흐 스타일 화면 출력의 방식으로 출력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선
(line)과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해 색상 블록이 적용되지 않은 판 두스부르흐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스크래치 2.0의
예시 해답은 아래와 같다.
(화면 중간 메뉴 및 오른쪽 명령어)

스크래치 3.2A: 작업용 버전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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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들은 판 두스부르흐의 그림에는 색상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스크래치에 간편한 ‘채우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색이 칠해진 구역을 만들려면 배경 화면에 구역을 그린 다음 선을 추가하면 된다. 스크래치 2.0의 예시 해답은
아래와 같다.

스크래치 3.2B: 작업용 버전

다른 색상 구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도장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도 있다. 스크래치 2.0
의 예시 해답은 아래와 같다.

스크래치 3.2C: 작업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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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용해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디버깅한다.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간단한 기하학적 도

그릴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형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그램이 정확한 명령어를 따라

가한다.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2.1 IT 계획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KS3, 글머리 기호 3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2.2 IT 컴퓨팅하기

글로 된 알고리즘을 적절한 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며, 간

글로 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답: 55페이지

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

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

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

환되는지 알아야 한다.

는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

는 정확한 명령어가 필요하다

이 정밀하고 정확한 명령어

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류를 피

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파악한다.

보인다.

KS2, 글머리 기호 1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
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위 참조)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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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2.1 IT 계획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프트

3.2.2 IT 컴퓨팅하기

도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작성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웨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해답: 55~56페이지

할 수 있다.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을 작성하는 방법을 파악하

지고 작업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

며 실제로 시도해 보는 것

문(‘만약 … 아니면 …(if, then

을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2.2 IT 컴퓨팅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위 참조)

(위 참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답: 55~56페이지

용해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하여 판 두스부르흐식
KS3, 글머리 기호 3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위 참조)

것을 권장한다.

그릴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2.1 IT 계획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3.2.2 IT 컴퓨팅하기

를 통해 도형과 패턴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알

해답: 55~56페이지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을

(위 참조)

파악하며 실제로 시도해 보
는 것을 권장한다.

KS2,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3.2.2 IT 컴퓨팅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프트웨

(위 참조)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고급 수준의 그래픽 프로그

해답: 55~56페이지

어의 복잡한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래밍을 진행하여 도형을 자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KS2, 글머리 기호 1

점을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동적으로 위치 지정하고 작

있다.

(위 참조)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

품에 추가 요소를 더할 수

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

(위 참조)

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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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코딩하게 될 실습 세션에 해당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친숙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교재에는 버클리 로고(Berkeley Logo) 6.0 버전에 기반한 보충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버전마다 차이가 있고, 만약 다른 버전을 사용한다면 자료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앞으로 코드를 보
고 문제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짝 프로그래밍(서로의 코드를 보며 수정하고 함께 작업하는)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중
간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도형과 적당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글로 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되는지 알 수 있다.
오류를 피하려면 조심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권장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반복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실제로 시도해 본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켈트·이슬람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본다.
도형을 이용한 패턴을 만들 때 반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해결책을 검증 및 교정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추가 요소를 더하여 도형과 패턴을 자동적으로 정의하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데 반복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더 큰 패턴의 일부가 되는 도형을 그릴 때 절차(procedure)를 사용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하여라.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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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연계
수학: 기하학적 도형, 각도 및 좌표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미술: 모양, 패턴 및 색상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42~45쪽
연습 문제 3.3A 켈트·이슬람 미술에서의 도형

핵심 용어
	Text-based programming language(텍스트 기반 프
로그래밍 언어)

연습 문제 3.3B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3단원 로고 튜토리얼
3단원 로고 튜토리얼(해설)

강의 노트
시작하기: 그림 코딩하기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인 도전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도전 과제는 켈트·이슬람 미술 패턴과 같은 도형을 그리고 배열하는 프로
그램을 만드는 내용이었다. 과정을 되풀이할 때 반복(iteration)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연습
문제 3.3A의 (a)를 숙제로 해 오면서 이미 그림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코딩에 착수해 본다.

켈트 미술과 이슬람 미술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그중심 소재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켈트 미술에는 동물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슬람 미술은 인간이나 동물을 작품에서 재현하지 않는데, 인간이나 동물을 그리면 이것이 우상 숭배
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활동: 미술품 그리기에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사용하기
실습 활동에 속한다. 학생들은 짝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램 코딩 및 디
버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켈트 및 이슬람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먼저 3.3.2 IT 생각하기를 통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과 텍스트 기반 프로
그래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3.3.3 IT 계획하기에서 어떻게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도형을 그릴지 생
각해 보게 하고, 그다음으로는 3.3.4 IT 컴퓨팅하기에서 도형을 그리는 코드를 입력하도록 한다. 3단원 로고 튜토리얼, 그리고
(또는) 3단원 로고 튜토리얼(해설)을 통해 활동 진행에 도움을 준다.
이제는 도전 과제를 완수할 차례이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3.3.5 IT 계획하기와 3.3.6 IT 컴퓨팅하기를 통해 켈트·이슬람 미술
에서의 도형 및 패턴 만들기에 대해 배웠을 텐데, 앞에서 배운 지식을 모두 이용해 도전 과제에 도전할 수 있겠다. 연습 문제
3.3A의 (b)와 (c)를 통해 앞의 학습 활동을 보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교적 간단한 패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확장

활동으로서, 더 복잡한 도형과 패턴을 만드는 고급 수준의 기능도 살펴보도록 한다.

총정리: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
완성된 작품과 이 작품을 전자 형식으로 변환한 코드를 한데 모으고, 이를 이용해 이 단원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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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학생들 전부가 간단한 도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은 한층 더 복잡한 물체를 만들어 내는 데 반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상당히 복잡한 반복 패턴을 만들어 내기 위해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
들은 ‘파라미터 전달(passing parameters)’ 즉 도형을 그릴 때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값을 전송하는 것과 같은 고급 기능 역
시 진행 가능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패턴을 자동적으로 그려 보여 주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코드를 재점검하고,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또 다른 대안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4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3.3.3 IT 계획하기 / 3.3.4 IT 컴퓨팅하기 / 연습 문제 3.3B
Red square(빨간색 정사각형)

Yellow triangle(노란색 정삼각형)

Green pentagon(초록색 오각형)

Set PenColor <code for red> (펜의 색
<code for red>으로 정하기)
PenDown
(펜 내리기)
Repeat 4 [forward 100, right 90] (반복
4회 [앞으로 100만큼, 오른쪽으로 90만
큼 움직이기])

Set PenColor <code for yellow> (펜의
색 <code for yellow>으로 정하기)
PenDown
(펜 내리기)
Repeat 3 [forward 100, right 120] (
반복 3회 [앞으로 100만큼, 오른쪽으로
120만큼 움직이기])

Set PenColor <code for green>(펜의
색 <code for green>으로 정하기)
PenDown
(펜 내리기)
Repeat 5 [forward 100, right 72] (반복
5회 [앞으로 100만큼, 오른쪽으로 72만
큼 움직이기])

3.3.5 IT 계획하기 / 3.3.6 IT 컴퓨팅하기 / 연습 문제 3.3A
일반적인 도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A circle(원)

A hexagon(육각형)

Circle(원)
to circle(원 만들기)

to hex (육각형 만들기)

repeat 180 [forward 100, right 120] (반복 180회

repeat 6 [forward 50 right 60]

[앞으로 100만큼, 오른쪽으로 120만큼 움직이기])

(반복 6회 [앞으로 50만큼, 오른쪽으로 60만큼 움직이기])

end (끝)

end (끝)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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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도형을 반복하여 패턴을 만든다.
Repeating a circle(원 반복하기)

Repeating a hexagon(육각형 반복하기)

repeat 20 [circle forward 5 right 18]

repeat 50 [hex forward 5 right 18]

(반복 20회 [원을 앞으로 5만큼, 오른쪽으로 18만큼 움직이기])

(반복 20회 [육각형을 앞으로 5만큼, 오른쪽으로 18만큼 움직이기])

일부 학생들은 패턴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화면에 한 개 이상
의 패턴을 그리고, 색상 펜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을 보면 각각 지정된 육각형, 원, 정사각형
을 이용해 만들어진 유사한 패턴 3개가 있다.
일부는 여기에서와 같이, 좌표를 지정하거나 이동과 회
전이 포함된 반복 루프를 사용하여, 자신이 만든 패턴을
가지고 다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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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3.3.3 IT 계획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

해답: 61페이지

트웨어를 통해 간단한 기하학

디버깅한다.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를 통해 간단한 기하학적

적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인지

KS3, 글머리 기호 3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

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

야 한다.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그램이 정확한 명령어를 따라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3.4 IT 컴퓨팅하기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도형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며 간

적당한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해답: 61페이지

이용해 패턴을 그릴 수 있다.

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

도형을 이용해 패턴을 그릴

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

수 있어야 한다.

는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

는 정확한 명령어가 필요하다

이 정밀하고 정확한 명령어

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류를 피

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파악한다.

보인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3.6 IT 컴퓨팅하기

알고리즘을 텍스트 기반 언어의

(위 참조)

(위 참조)

글로 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답: 61~62페이지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1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되는지 알아야 한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
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3.3.4 IT 컴퓨팅하기

오류를 피하려면 조심성과 정

(위 참조)

(위 참조)

오류를 피하려면 조심성과 정

3.3.6 IT 컴퓨팅하기

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KS3, 글머리 기호 3

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해답: 61~62페이지

있다.

(위 참조)

아야 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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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도형 그리고, 조작하기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3.3 IT 계획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3.3.6 IT 컴퓨팅하기

를 통해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

디버깅한다.

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반

해답: 61~62페이지

을 그릴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복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

(위 참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법을 파악하고 실제로 시도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수정한다(디버깅 등).
알고리즘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
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
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
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
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
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패턴 인식).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3.4 IT 컴퓨팅하기

반복을 이용하여 패턴과 도형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도형을 이용한 패턴을 만들

3.3.6 IT 컴퓨팅하기

을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때 반복을 어떻게 이용하는

해답: 61~62페이지

(위 참조)

점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지 알 것을 권장한다.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
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
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
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
택한다.
알고리즘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3.4 IT 컴퓨팅하기

프로그램을 검증 및 교정할 수

(위 참조)

(위 참조)

해결책을 검증 및 교정할

3.3.6 IT 컴퓨팅하기

있다.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해답: 61~62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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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3.3.4 IT 컴퓨팅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

(위 참조)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

고급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

3.3.6 IT 컴퓨팅하기

트웨어의 추가적인 고급 수준

KS2, 글머리 기호 1

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밍을 진행하고 추가 요소를

해답: 61~62페이지

기능을 사용하여 도형과 패턴

(위 참조)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구문(if)

더하여 도형과 패턴을 자동

을 자동적으로 정의 및 위치

KS3, 글머리 기호 3

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

적으로 정의 및 위치 지정

지정할 수 있다.

(위 참조)

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할 수 있다.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3.3.4 IT 컴퓨팅하기

복잡한 패턴을 정확하게 만드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데

3.3.6 IT 컴퓨팅하기

는 데 반복을 효과적으로 이

KS2, 글머리 기호 2

면 …(if, then and else)’ 구문

반복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해답: 61~62페이지

용할 수 있다.

(위 참조)

의 차이점을 알며, 적절히 사용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

(위 참조)

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
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
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
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알고리즘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 수 있다. 문제를 분해하여 해
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3.3.6 IT 컴퓨팅하기/

더 큰 패턴의 일부가 되는 도

(위 참조)

(위 참조)

더 큰 패턴의 일부가 되는

연습 문제 3.3A

형을 그릴 때 절차를 사용할

도형을 그릴 때 절차를 사

해답: 61~62페이지

수 있다.

용할 수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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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정확성을 요구한다.

프로그램을 실행, 검사 및 변환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
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구문(if문)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if)’ 구문과 루프(loop)를 이

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

용한다. 프로그램의 작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

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

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깅 등).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loop) 즉 ‘until’과

아니면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한다.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

문의 차이점을 알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

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생각하는 것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

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

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을 한다. 불 연산

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
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단층 파일(flat file)

만의 명령어’의 필요성을 알고 작성한다. 절차와 함수 사이

에 데이터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의 차이를 알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알

알고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

있다.

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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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1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직접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알고리즘을 익숙
하게 다루어야 하고, 명령어 설정을 할 때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교재의 보충 자료는 스크래치 2.0 버전을 기반으
로 하고 있지만, BYOB, 앨리스(Alice), 앱인벤터(AppInventor) 등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댄스 알고리즘에서 일부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
명령어 지정 시 정확성을 기할 필요를 알 수 있다.
인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과 컴퓨터가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을 구분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댄스 알고리즘에서 모든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
과정을 설명하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인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과 컴퓨터가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댄스 알고리즘의 명령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과정 순서 내의 각 단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컴퓨터가 더 잘 수행하는 작업들은 인간들이 프로그래밍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추론을 이용
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46~49쪽

Algorithm(알고리즘)

인터랙티브 4.1A 인간 혹은 컴퓨터

Dry run(드라이 런)

연습 문제 4.1A 뮤직비디오의 춤 동작

Execute(실행)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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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댄스 동작의 각 단계 나열하기
20~30초 길이의 댄스 영상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4.1.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하여라. 학생들이 댄
스 동작 모두를 나열하려면 영상을 여러 번 틀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학습 활동의 결과를 다함께 토의하여라. 그다음으로는,
학생용 교재로 돌아가 정확한 알고리즘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여라. 4.1.2 IT 생각하기를 진행하
도록 하자.

주요 활동: 로봇 팔
공장의 로봇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 주고, 학생들을 조별로 나눈 다음 영상 속의 로봇들이 하는 일과 댄스 영상 속의 댄
서들이 추는 춤 사이에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해 보아라. 예를 들면 유튜브의 www.youtube.com/
watch?v=sjAZGUcjrP8 또는 www.youtube.com/watch?v=8_lfxP150bM 를 보여 줄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으

면 다음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댄서가 로봇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해 주어라.
춤은 음악에 동작을 맞추는 과정이다.
춤에는 해석의 문제가 존재한다.
춤은 관객들을 즐겁게 해 준다.
춤은 주어진 동작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항상 100% 정확할 수는 없다.
댄서마다 같은 춤 동작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4.1.3 IT 컴퓨팅하기를 두 번씩 진행하게 한다. 역할을 바꿔 한 번은 명령을 내리고, 한 번은 명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반 전체가 함께, 혹은 몇 개 조로 나누어 4.1.4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알고리즘
의 성공 여부가 주어진 명령어의 정확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확장 활동으로는 4.1.5 IT 컴퓨팅하기, 4.1.6 IT 생각하기를 진행할 수 있다.

총정리: 인간 대 컴퓨터, 댄스 동작 고르기, 인터랙티브 4.1A, 연습 문제 4.1A
4.1.7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인터랙티브 게임(인터랙티브 4.1A)을 통해 본 활동을 보충할 수 있다. 맥락이 중요한 것이므로

어떤 답이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로봇과 컴퓨터는 인간이라면
지겨워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넷 윙(Jeannette Wing)이 쓴 아래 글을 읽어 주
자.
‘컴퓨팅적 사고에는 기계 지능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컴퓨터가 인간보
다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컴퓨팅적 사고를 통해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
가?’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해답의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다.
J.M. Wing, Computational Thinking, CACM, Viewpoint,
Vol.49, No.3 March 2006, pp. 33~35.
4.1.8 IT 계획하기를 진행하고, 춤(특히 민속 무용과 같은 특정 종류의 춤)은 동작의 시퀀스가 반복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재현하기에 어떤 종류의 춤이 적절할지 이야기해 보고, 간단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춤을 고르도록 한다. 4.1.8 IT 계획하기, 그리고 이를 보충하는 연습 문제 4.1A를 숙제로 완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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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동작 일부를 기록하고 로봇 팔에서와 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따를 수 있을 것이
다.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순서도나 스토리보드(춤 동작을 서술하는)를 이용하여 댄스 동작의 단계를 타당하게 기록할 수 있
을 것이며, 로봇 팔에 명령을 내릴 때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적절한 다이어그램을 사용
하여 반복되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댄스 전체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며, 로봇 팔에 명령을 내릴 때 정확한 명령어를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총정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간과 컴퓨터에 각각 적합한 작업 일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로봇과 인
간에 각각 적합한 작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 둘 사이의 구분이 맥락에 따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숙제
4.1.8 IT 계획하기, 그리고 이를 보충하는 연습 문제 4.1A를 숙제로 완성하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4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4.1.2 IT 생각하기
a) 만약 댄서들이 댄스 알고리즘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면, 공연에서 틀린 동작이 드러날 수 있고, 동시에 진행되기로 했던
동작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고, 동작이 음악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b) 예를 들어 만약 알고리즘에서 두 발을 모두 떼라고 지시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질 것이다. 또는, 알고리즘에서 댄서마다 동
작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공연할 때 춤이 뭔가 이상해 보일 것이다. 사람마다 알고리즘이 다르므로 동작 전체가 이
상해 보이게 되는 것이다.
c) 솔로 댄서의 댄스 알고리즘은 다른 댄서들과 다를 것이다. 솔로 댄서의 동작은 다른 댄서들의 댄스 알고리즘과 잘 어울리
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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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4.1.1 IT 컴퓨팅하기

댄스 알고리즘에서 일부 동작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댄스 알고리즘에서 일부 동

4.1.8 IT 계획하기

을 파악할 수 있다.

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작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이 적합한지 알고 있다.

실행되는지 알 수 있다.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하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분

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명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

대한 해답을 만든다. 같은

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
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KS3, 글머리 기호 1

수 있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
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4.1.2 IT 생각하기

명령어 지정 시 정확성을 기할

(위 참조)

(위 참조)

명령어 지정 시 정확성을 기

4.1.3 IT 컴퓨팅하기

필요를 알 수 있다.

할 필요를 알 수 있어야 한다.

4.1.4 IT 생각하기
해답: 69페이지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위 참조)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인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작

컴퓨터가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업과 컴퓨터가 수행하기 적

을 구분할 수 있다.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

합한 작업을 구분할 수 있어

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

야 한다.

4.1.7 IT 생각하기

인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과

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
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4.1.1 IT 컴퓨팅하기

댄스 알고리즘에서 모든 필요한

(위 참조)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

댄스 알고리즘에서 모든 필요

4.1.8 IT 계획하기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

고리즘)과 쌍방향 선택,

한 동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즉 ‘만약 … 아니면 … (if,

권장한다.

then and else)’을 설계
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
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
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
리적으로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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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4.1.3 IT 컴퓨팅하기

과정을 설명하는 명령어를

(위 참조)

(위 참조)

과정을 설명하는 명령어를 정

4.1.4 IT 생각하기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권

4.1.8 IT 계획하기

KS2, 글머리 기호 3

장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
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프
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추
론을 이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인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작업

작업과 컴퓨터가 수행하

4.1.7 IT 생각하기

인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과 컴퓨터가 수행하기 적합한

기 적합한 작업을 구분하

KS3, 글머리 기호 1

작업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고, 설명할 수 있다.

(위 참조)

있도록 권장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4.1.1 IT 컴퓨팅하기

댄스 알고리즘의 명령어를

(위 참조)

(위 참조)

댄스 알고리즘의 명령어를 정

4.1.8 IT 계획하기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확히 파악할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4.1.2 IT 생각하기

과정 순서 내의 각 단계

(위 참조)

(위 참조)

과정 순서 내의 각 단계를 파

4.1.3 IT 컴퓨팅하기

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정

4.1.4 IT 생각하기

통해 과정을 정확히 설명

KS2, 글머리 기호 3

을 정확히 설명하는 알고리즘

4.1.8 IT 계획하기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위 참조)

을 만들 수 있다.

해답: 69페이지

있다.

4.1.7 IT 생각하기

컴퓨터가 더 잘 수행하는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컴퓨터가 더 잘 수행하는 작

작업들은 인간들이 프로

업들은 인간들이 프로그래밍

그래밍한 것이라는 점을

KS3, 글머리 기호 1

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인지한다.

(위 참조)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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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댄스 시퀀스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여러 포즈
를 취해 보고 그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해 해당 동작을 재현하게 된다. 교사는 자신이 고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이
미지를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 명령어, ‘만약 ...라면 무한 반복하기(forever if)’, 루프
(loop) 등의,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기본 개념 역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를 준비해 두자.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반복 루프(loop)를 이용하여 댄스 동작 일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절차(procedure)란 필요할 때 불러 내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배열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인지하며, 댄스 동작을 평가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댄스 동작에서 패턴 인식을 모델링하는 데 반복 루프(loop)를 사용할 수 있다.
절차를 이용하여 댄스 동작 일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절차란 추상화된 프로그램 명령어 배열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가능한 목표
반복 루프(loop)와 조건(‘만약 ...라면 무한 반복하기(forever if)’)을 이용하여 댄스 동작 일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함수와 절차를 구별할 수 있다.
반복 루프를 사용하여 절차를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하여라.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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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50~53쪽

Sequence(시퀀스)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Iteration(반복)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Procedure(절차)

스크래치 4.2A

Function(함수)

스크래치 4.2B

Procedural abstraction(절차 추상화)

강의 노트
시작하기: 패턴 인식
다음 두 영상 (www.youtube.com/watch?v=u6hw6UCtmls, http://www.youtube.com/watch?v=-NJhVZtNFDw)을 보여
주어 저번 수업에서 인간과 로봇이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자. 학생들이 각 영상에 등장하
는 기본적인 춤 동작을 파악하도록 하고, 둘 중 어느 춤이 더 재미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이제 학생들이 기록해 온 춤 동작을 본다. 학생들을 각자 선택해 온 음악 장르에 따라 조별로 나누어, 같은 조 멤버들끼리 각
자 기록한 동작 중 공통적인 동작이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주요 활동: 시퀀스 사용하기,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스크래치 튜토리얼
파트 1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시퀀스를 소개하고, 4.2.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하여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의 파트 1과 4단
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스크래치 4.2A는 스크래치 파일인데, 튜토리얼의 명령어가 실행되었

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생성되는지 보여 줄 때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2: 절차,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스크래치 튜토리얼 파트 2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절차와 함수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절차와 함수를 어떻게 생성
하는지 본다. 여러분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에 함수를 구현할(예를 들면, 춤의 속도를 조절할) 자신이 있지 않는 한 함수를 아
주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지금은 함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는 차례일 뿐이며, 이 단원에서는 절차만 사용하게 된다.
함수는 11단원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4.2.2 IT 계획하기 및 4.2.3 IT 컴퓨팅하기를 풀게 하자. 스크래치 튜토리얼의 파트 2와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스크래치 4.2B는 스크래치 파일로서, 튜토리얼의 명령어가 실행되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생성되는지 보여
줄 때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총정리: 숙제 준비하기,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스크래치 튜토리얼 파트 1
학생들은 다음 수업 전에 4.2.4 IT 계획하기를 마쳐야 한다. 학생들이 질문이 있다면 답해 주도록 하여라. 4단원 스크래치 튜토
리얼의 파트 1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내장 웹캠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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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련의 모양(costume)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들을 배열하여

딜레이가 합리적으로 설정된 댄스 동작을 만들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선택한 댄스 시퀀스를 반영하는 적절한 스프라이트 모
양을 사용해 시퀀스를 생성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댄스 동작 일부를 개괄하는 순서도를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춤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댄스 시퀀스를 보여 주는 절차를 사용하고, 적절한 순
서도를 이용하여 여러 시퀀스가 통합되어 춤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드럼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사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복사하고, 필요하면 수정하여 프
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중요한 수정을 가
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은 숙제로 4.2.2 IT 계획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4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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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반복 루프를 이용하여 댄스

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동작 일부를 만들어 볼 수

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하여 해

있어야 한다.

는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

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이 정밀하고 정확한 명령어

대한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

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

파악한다.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1, 글머리 기호 2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4.2.1 IT 컴퓨팅하기

보고용 문구
반복 루프를 이용하여 댄스 동
작 일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
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을 실행, 검사 및 변환한다. 프
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4.2.2 IT 계획하기

절차란 필요할 때 불러 내어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

절차란 필요할 때 불러 내어

4.2.3 IT 컴퓨팅하기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배열이

면 …(if, then and else)’ 구문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배

의 차이점을 알 수 있으며, 적

열이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

한다.

라는 점을 인지한다.

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
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
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
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
화).
알고리즘
(위 참조)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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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반복(iteration)은 루프(loop)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인지하

며, 댄스 동작을 평가할 때 이를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며, 댄스 동작을 평가할 때 이

사용할 수 있다.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라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

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

해결한다.

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KS3, 글머리 기호 1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

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

수 있다(패턴 인식).

4.2.2 IT 계획하기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인지하

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
한다.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4.2.1. IT 컴퓨팅하기

댄스 동작에서 패턴 인식을 모

댄스 동작에서 패턴 인식을

델링하는 데 반복 루프를 사용

KS2, 글머리 기호 3

모델링하는 데 반복 루프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2.2 IT 계획하기

절차를 이용하여 댄스 동작 일

(위 참조)

(위 참조)

절차를 이용하여 댄스 동작

4.2.3 IT 컴퓨팅하기

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KS1, 글머리 기호 2

일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위 참조)

권장한다.

KS2,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2.2 IT 계획하기

‘절차’란 추상화된 프로그램 명

(위 참조)

(위 참조)

절차란 추상화된 프로그램

4.2.3 IT 컴퓨팅하기

령어 배열이라는 점을 알 수 있

KS3, 글머리 기호 3

명령어 배열이라는 점을 알

(위 참조)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4.2.1 IT 컴퓨팅하기

반복 루프(loop)와 조건을 이용

(위 참조)

(위 참조)

반복 루프(loop)와 조건을 이

4.2.3 IT 컴퓨팅하기

하여 댄스 동작 일부를 만들어

KS1, 글머리 기호 2

용하여 댄스 동작 일부를 만

(위 참조)

들어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반복 루프를 사

4.2.1 IT 컴퓨팅하기

반복 루프(loop)를 사용하여 절

(위 참조)

(위 참조)

용하여 절차를 만들 수 있다.

4.2.2 IT 계획하기

차를 만들 수 있다.

4.2.3 IT 컴퓨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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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이는 실습 수업에 해당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한 개 이상의 댄스 시퀀스를 이용하여 각자의 댄스 영상을 프로그래밍하는 동안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내의 되풀이, 선택, 반복 및 절차 등을 익숙
하게 알아 두고 있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반복 루프(loop)를 이용하여 댄스 시퀀스 블록을 만들 수 있다.
‘선택(selection)’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그 결과로 일어날 행동에 무엇이 있는지 제공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값을 입력하여 댄스 시퀀스를 제어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댄스 시퀀스 블록과 반복 명령어를 이용하여 춤 일부를 만들 수 있다.
‘만약 … 아니면 … (if then else)’ 명령문이 일종의 선택임을 인지하고, 이를 현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변수에 입력값이 지정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선택 및 반복 명령어를 이용해 일련의 댄스 시퀀스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댄스 과정을 만들 수 있다.
반복 루프, 조건(‘forever if ’ ), 선택(‘ if then else’)을 사용해 댄스 과정의 일부를 만들 수 있다.
변수에 입력 값을 지정해 댄스 시퀀스를 제어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하여라.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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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54~57쪽

핵심 용어
Selection(선택)

스크래치 4.3A 시작하기
	파워포인트 4.3A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
스크래치 4.3B 해답 예시: 4.3.1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4.3C 해답 예시: 4.3.2 IT 컴퓨팅하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if then else’ 구문, 스크래치 4.3A, 파워포인트 4.3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만약 … 아니면 … (if then else)’ 구문을 소개하여라. 스크래치 4.3A를 이용해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선
택하도록 해 보자. 우산 스프라이트에 숨기기(hide)와 보이기(show) 명령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는 파워포인트 4.3A를 보여 준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시퀀스, 반복 및 선택 구문이 예시로 실려 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하게 한다.

주요 활동 1: 선택 사용하기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선택에 대해 소개하고 4.3.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완수하기
이제 학생들이 도전 과제 완수를 위해 4.3.2 IT 컴퓨팅하기에 도전해 볼 차례이다.

총정리: 댄스 재점검, 4.3.2 IT 컴퓨팅하기
적절한 예시를 사용해 시범으로 보여 주고, 숙제로 댄스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필요하면 4.3.2 IT 컴퓨팅
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처음 참고했던 댄스 영상과 자신들이 만든 최종 동영상을 비교하며 평가하여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반복을 이용하여 간단한 댄스 시퀀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 댄스 시퀀스를 절

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절차 속에서 일련의 복잡한 댄스 시퀀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댄스 시퀀스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횟수 시퀀스(count-controlled

sequence) 등의 간단한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키보드 제어, 댄스 요소 시한 반복(timed repetition) 등의 한층 더
복잡한 제어 매커니즘 역시 고려 및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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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4.3.2 IT 컴퓨팅하기에서 전체 댄스 동작을 완성하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4.3.1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의 예시 해답은 아래와 같다.

스크래치 4.3B: 작업용 버전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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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의 예시 해답은 아래와 같다.

스크래치 4.3C: 작업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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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

반복 루프를 이용하여 댄스

4.3.2 IT 컴퓨팅하기

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디버깅한다.

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시퀀스 블록을 만들 수 있

해답: 79~80페이지

KS2, 글머리 기호 3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구문(if)

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가지고 작업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KS3, 글머리 기호 1

수정한다(디버깅 등).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가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프로그래밍 및 개발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
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
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
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프로그래밍 및 개발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약(if)’ 구문과 루프(loop)를 이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

을 설계 및 개발한다.

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
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
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선택’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위 참조)

‘선택’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4.3.2 IT 컴퓨팅하기

때 그 결과로 일어날 행동에

때 그 결과로 일어날 행동에

해답: 79~80페이지

무엇이 있는지 제공한다는 점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 제공한다는 점

을 인지한다.

을 인지하여야 한다.

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
후 루프(loop)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알고리즘
(위 참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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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값을 입력하여 댄스 시퀀스를

(위 참조)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

값을 입력하여 댄스 시퀀스를

4.3.2 IT 컴퓨팅하기

제어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79~80페이지

(위 참조)

명령어’의 필요성을 알고 작성

KS3, 글머리 기호 3

한다. 절차와 함수 사이의 차이

(위 참조)

를 알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알고 이를 사용
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
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
를 발견 및 수정한다.

KS2, 글머리 기호 3

알고리즘

권장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댄스 시퀀스 블록과 반복 명령

(위 참조)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댄스 시퀀스 블록과 반복 명

4.3.2 IT 컴퓨팅하기

어를 이용하여 춤 일부를 만들

KS3, 글머리 기호 1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령어를 이용하여 춤 일부를

해답: 79~80페이지

수 있다.

(위 참조)

알 수 있다. 문제를 분해하여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

(위 참조)

에 대한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
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
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
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
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if then else’가 일종의 선택임

(위 참조)

(위 참조)

‘if then else’가 일종의 선

4.3.2 IT 컴퓨팅하기

을 인지하고, 이를 현실 상황을

KS3, 글머리 기호 1

택임을 인지하고, 이를 현

해답: 79~80페이지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위 참조)

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

KS3, 글머리 기호 3

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변수에 입력값이 지정될 수 있

(위 참조)

(위 참조)

음을 인지한다.

변수에 입력값이 지정될 수

4.3.2 IT 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

해답: 79~80페이지

(위 참조)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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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선택 및 반복 명령어를 이용해

(위 참조)

(위 참조)

선택 및 반복 명령어를 이용

4.3.2 IT 컴퓨팅하기

일련의 댄스 시퀀스를 제어하

해 일련의 댄스 시퀀스를 제

해답: 79~80페이지

고 이를 통해 전체 댄스 과정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어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댄스

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과정을 하나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반복 루프, 조건(‘forever if’), 선

(위 참조)

(위 참조)

반복 루프, 조건(‘forever if’),

4.3.2 IT 컴퓨팅하기

택(‘if then else’)을 사용해 댄스

선택(‘if then else’)을 사용해

해답: 79~80페이지

과정의 일부를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댄스 과정의 일부를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4.3.1 IT 컴퓨팅하기

변수에 입력값을 지정해 댄스

(위 참조)

(위 참조)

변수에 입력값을 지정해 댄스

4.3.2 IT 컴퓨팅하기

시퀀스를 제어할 수 있다.

시퀀스를 제어할 수 있다.

해답: 79~80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이터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
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알 수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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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

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루프와 선택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loop) 즉 ‘until’과

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
한다.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는 점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해당 영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

(parameter passing)을 알고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

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알고 이를

나타낸다.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
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
그램이 다목적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출-실행 주기와 관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아는 것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알 수 있다. 위치 주소
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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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는 컴퓨터가 어떻게 기본적인 계산기와 문제 해결 목적의 기계로부터 프로그래머블, 다목적 컴퓨터로 발전해 왔
는지에 대해, 또한 이 과정에서의 주요 인물들 일부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교사는 학생용 교재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설계하고 고안했던 기계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194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1~5세대 컴퓨터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세대 컴퓨터의 주
요 특징 몇 가지를 조명하게 된다.
브래츨리 공원(www.bletchleypark.org.uk) 그리고 국립 컴퓨팅 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Computing) (www.
tnmoc.org) 사이트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오늘날의 기술은 과거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컴퓨터가 다목적 기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컴퓨터 발달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와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컴퓨터는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행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컴퓨팅 기기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의 여러 핵심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한 각자가 한 일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지 이해 및 인식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지 인지하여라.

교과 외 연계
역사: 과거에 국가적·국제적 기여를 했던 중요 인물들의 생애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디자인과 기술: 기계·전자 장치에 대한 기술적 이해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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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58~63쪽
파워포인트 5.1A 컴퓨터 개척자들

핵심 용어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파워포인트 5.1B 컴퓨터의 세대
파워포인트 5.1C 팀 버너스 리 경

강의 노트
시작하기: 기계 장치로부터 컴퓨터로, 파워포인트 5.1A
학생용 교재와 보충 자료인 파워포인트 5.1A를 이용하여, 간단한 기계 장치로부터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의 중요한 단계로 무
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각 기계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각자가 한 기여와 각 발전 과정이 프로그래머블 컴퓨터의 개발을 어떻
게 앞당길 수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한다. 5.1.1 IT 생각하기를 학생들과 이야기 해 본다.

주요 활동 1: 컴퓨터 개척자들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의 ‘컴퓨터 개척자들’ 부분의 글을 다시 한 번 읽은 다음 5.1.2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A3 크기
의 종이 또는 적절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후 학생들이 각자의 연대표에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될 것이다. 해당
기간의 다른 중요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를 연대표에 추가하게 한다.

주요 활동 2: 컴퓨터의 세대, 파워포인트 5.1B
파워포인트 5.1B를 이용해 194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1~5세대 컴퓨터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각 세대를 정의하는 핵심

적인 특징으로 무엇이 있는지 강조한다.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를 읽은 다음 연대표에 컴퓨터의 각 세대와 기타 핵심 발전 과
정을 추가하도록 하여 5.1.3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총정리: 컴퓨팅의 영웅, 파워포인트 5.1C
5.1.4 IT 컴퓨팅하기에서 언급된 인물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살펴보도록 한다.예를 들면,팀 버너스 리(Tim Burners-Lee) 또는

이 단원에서 언급된 다른 인물을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여기서 고른 다섯 명의 인물들이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알아
보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느 정도 자세한 발표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한다. 모든 인물이 포함된 학급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별로 각자 다른 인물을 할당해 줄 수도 있다. 파워포인트 5.1C는 팀 버너스 리에 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
인데, 일부러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다른 내용으로는 무엇이 추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프레젠
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미지는 포함되어 있
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된다는 점은 이를 통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 및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용 교재에 등장한 사건들을 연대표 위에 표시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

들은 다른 사건들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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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와 사실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조사한 내용 그대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중
요 인물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풀어쓸 수 있을 것이다.

숙제
5.1.2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영상, 포스터 혹은 다른 발표 양식을 준비해 올 수

있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5.1.1 IT 생각하기
둘 모두에 입·출력 장치가 있고, 배비지의 기관에는 ‘스토어(store)’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두 기기에 모두 저장 장치
도 있다. 밀(mill)은 프로세서에 해당하며, 밀과 CPU, 스토어와 메모리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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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5.1.1 IT 생각하기

오늘날의 기술은 과거의 기술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

오늘날의 기술은 과거의 기

5.1.2 IT 컴퓨팅하기

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

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5.1.3 IT 컴퓨팅하기

한다.

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해야 한다.

5.1.4 IT 컴퓨팅하기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해답: 87쪽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KS2,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5.1.1 IT 생각하기

컴퓨터가 다목적 기계라는 점

(위 참조)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컴퓨터가 다목적 기계라는

해답: 87쪽

을 알 수 있다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

점을 알아야 한다.

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
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다목적 컴퓨
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5.1.1 IT 생각하기

컴퓨터 발달의 역사에서 중요

(위 참조)

(위 참조)

컴퓨터 발달의 역사에서 중

5.1.1 IT 컴퓨팅하기

한 단계와 인물들을 파악할

요한 단계와 인물들을 파악

5.1.2 IT 컴퓨팅하기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5.1.3 IT 컴퓨팅하기
5.1.4 IT 컴퓨팅하기
해답: 87쪽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5.1.1 IT 생각하기

오늘날의 컴퓨팅 기기를 가능

(위 참조)

(위 참조)

오늘날의 컴퓨팅 기기를 가

5.1.1 IT 컴퓨팅하기

하게 한 핵심적인 발전 과정에

능하게 한 핵심적인 발전 과

5.1.2 IT 컴퓨팅하기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답: 87쪽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가능 목표

5.1.1 IT 생각하기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의 여러

(위 참조)

(위 참조)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의 여

5.1.1 IT 컴퓨팅하기

핵심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

러 핵심 인물들이 구체적으

5.1.2 IT 컴퓨팅하기

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5.1.3 IT 컴퓨팅하기

수 있다.

5.1.4 IT 컴퓨팅하기
해답: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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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에 대해 배우게 되며, 여러분은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CPU는 이진
명령어(binary instruction)로 작동되며, 어셈블리어는 이진법으로 프로그램을 쓸 때 사용되는 단축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을 학생들이 알아야 필요가 있다.
본 수업에서 사용된 어셈블리어는 Little Man Computer(LMC)에 기반해 있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입력, 출력 및 중지(halt)를 포함하는 간단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1개 이상의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해 드라이 런 테이블(dry run table)에서 변수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를 더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드라이 런 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를 효율적으로 더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한 숫자에서 다른 숫자를 빼는 프로그램을 짜는 알고리즘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지 인지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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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연계
수학: 덧셈, 곱셈, 대수
디자인과 기술: 기계·전자 장치에 대한 기술적 이해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64~67쪽

Operator(연산자)

연습 문제 5.2A 어셈블리어 프로그램 드라이 런 하기

Operand(피연산자)

연습 문제 5.2B 어셈블리어 명령어

Assembly language(어셈블리어)

파워포인트 5.2A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숫자 더하기

Accumulator(누산기)
Variable(변수)
Dry run(드라이 런)

강의 노트
시작하기: 기계 프로그래밍하기
수업에서 학생용 교재의 프로그래밍 도입부를 읽고, 소개되는 개념들에 대해 안내해 준다.

주요 활동: 어셈블리어 작성 및 드라이 런 하기, 연습 문제 5.2A
5.2.1 IT 생각하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연습 문제 5.2A, 다음으로는 5.2.2 IT 컴퓨팅하기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LMC에서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관련 웹 사이트에 LMC의 각 구현물에 대한 폭넓은 튜토리얼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
몇몇 학생들은 위의 학습 활동을 상당히 빨리 완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의 경우 가능한 명령어를 이용해 다른 프로그램
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만약 학생들이 LMC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LMC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LMC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만약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예: 33)를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예: 11)에서 빼면 어떤 결과가 나
오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예상 결과를 얻게 되는가?

총정리: 학생 해답 공유하기, 파워포인트 5.2A
제출한 작업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작성한 여러 아이디어와 코드를 모아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여 주도록 한다.
5.2.1 IT 생각하기와 5.2.2 IT 컴퓨팅하기의 해답은 파워포인트 5.2A에 제공되어 있다. LMC를 이용하고 있다면, 코드의 작업용

버전을 사용해 수업에서 설명해도 좋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5.2.1 IT 생각하기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수가 5.2.2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종이에, 또는 LMC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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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연습 문제 5.2B
다음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어셈블리어와 명령어 집합의 사용에 대해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 연습 문제 5.2B를 복습하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5.2.1 IT 생각하기 및 연습 문제 5.2A
명령어

프로그램 계수기

누산기

입력

출력

NUM1

0

1

5

5

-

-

1

2

5

-

-

5

2

3

5

-

5

5

3

4

5

-

-

5

5.2.2 IT 컴퓨팅하기
코드(2개의 데이터 선언과 기타 저장 명령/추가 명령일 수 있음)
INP 			

OUT

STA NUM1 		

HLT

INP 			

NUM1 DAT

ADD NUM1

명령어

프로그램 계수기

누산기

입력

출력

NUM1

0

1

5

5

-

-

1

2

5

-

-

5

2

3

7

7

-

5

3

4

12

-

-

5

4

5

12

-

12

5

5

Program halts(프로그램 중지)

주의: 명령어 5는 보여지지 않아도 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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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2.2 IT 컴퓨팅하기

입력, 출력 및 중지(halt)를 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입력, 출력 및 중지(halt)를

해답: 91페이지

함하는 간단한 어셈블리어 프

디버깅한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포함하는 간단한 어셈블리

KS3, 글머리 기호 3

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

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있어야 한다.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인출-실행 주기와 관련하여 데
이터가 기억 장치에 어떻게 저
장되는지 아는 것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알 수 있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
을 알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2.1 IT 생각하기

1개 이상의 간단한 프로그램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

1개 이상의 간단한 프로그램

해답: 91페이지

에 대해 드라이 런 테이블(dry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에 대해 드라이 런 테이블(dry

run table)에서 변수의 상태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아니면 …(if, then and else)’

run table)에서 변수의 상태

를 기록할 수 있다.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해결한다.

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KS3, 글머리 기호 3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론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위 참조)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2.2 IT 컴퓨팅하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

(위 참조)

(위 참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

해답: 91페이지

를 더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KS2, 글머리 기호 1

를 더하는 적절한 프로그램

(위 참조)

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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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2.2 IT 컴퓨팅하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

간단한 프로그램의 행동을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

해답: 91페이지

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드라이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자 를 더하 는 프로그램을

로 추론한다.

영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

드라이 런 할 수 있도록 권

KS2, 글머리 기호 3

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장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

passing)을 알고 적용한다. 사

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전 검사 루프(‘while’)와 사후 검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알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추론을 이용한다.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알고리즘

(위 참조)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런 할 수 있다.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
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
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리
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
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
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
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
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
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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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에서는 CPU가 어떻게 프로그램 명령어와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더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
아보고 이를 조별로 드라이 런 하게 된다. 교사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러한 과정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교재에서 설명된 과정
은 현실에 비해 훨씬 간소하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도전 과제는 학생 개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5단원 2차시에서 사용된 LMC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이용된 레지스터(register)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지스터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일 뿐이며, 여기에서 소개되는 레지스터로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누산기: 현재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명령어의 로케이션이 저장되어 있다.
기억 장치 데이터 레지스터: 누산기로 보낼 데이터, 또는 누산기에서 기억 장치를 경유하여 온 데이터를 저장한다.
기억 장치 어드레스 레지스터: 다음 데이터 항목을 위해 기억 장치에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입·출력 레지스터: 데이터를 프로세서로 전달하거나 전달받는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1개 이상 프로그램의 드라이 런 테이블에 변수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
CPU의 중요 레지스터가 맡은 각종 역할을 알 수 있다.

권장 목표
CPU의 중요 레지스터가 맡은 역할과 각 레지스터가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가 여러 개인 대수식(algebraic expression)을 나타내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가 여러 개인 대수식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드라이 런 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가 여러 개인 대수식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정
확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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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덧셈, 곱셈, 대수
디자인과 기술: 기계·전자 장치에 대한 기술적 이해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68~69쪽
연습 문제 5.3A CPU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습 문제 5.3B CPU
연습 문제 5.3C CPU 되기
연습 문제 5.3D 기억 장치
애니메이션 5.3A 작동 중인 CPU

강의 노트
시작하기: CPU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습 문제 5.3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CPU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읽고 5.3.1 IT 생각하기를 진행하자. 연습 문제 5.3A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지난 수업의 학습 내용, 또 지난 숙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CPU를 통해 이동하는지 정리했던 것을 본 수업에서도 계속 이
어나가게 된다. 애니메이션 5.3A를 통해 2차시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CPU가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 준다.
www.gcsecomputing.org.uk/lmc/lmc.html에 있는 LMC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가 CPU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하여 본 활동을 보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1: 도전 과제에 착수하기, 연습문제 5.3B, 5.3C 및 5.3D
이 단원의 도전 과제에 착수할 시간이다. 도전 과제는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다. 이는 복수의 변수와 로드 명령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 해당한다.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학습 활동의 주요 목적은, 복수의 변수와 로드 명령을 사용하는, 보다 복잡한 대수 구문(algebraic expression)을 컴퓨
터가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학생용 교재에는 2개 이상의 숫자를 다루는 과제가 등장하는데, 교재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필요로 할 추가적인 명령어 역시 제공하고 있다.
5.3.2 IT 계획하기를 통해 대수식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5.3.3 IT 컴퓨팅하기의 파트 (a)에서는 학생

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드라이 런 하게 된다. 드라이 런은 조별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조에서 각자가 CPU의 한 부분을 담
당해서 행동해 보는 것이다. 연습 문제 5.3B는 A3 종이에 인쇄하면 좋고, 학생들이 연습 문제 5.3C를 사용해 역할을 배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종이 조각이나 포스트잇을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CPU를 통해 이동하
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연습 문제 5.3D도 각 ‘사용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5.3.3 IT 컴퓨팅하기의 파트 (b)는 확장 활동
이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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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하자면, 본 활동이 만약 종이를 이용해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LMC의 어느 버전으로든 해 볼 수 있다.

총정리: 피드백
주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발견한 오류가 있는지, 예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명령어가 있는지 피드백을 요청
해 본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예시 코드를 보여 준다. 이 예시 코드는 가능하다면 LMC에서 실행해도 좋다.

차별화 및 확장
시작 활동에서, 대부분의 활동은 드라이 런을 잘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는 이를 거의 오류 없이 끝마칠 것이다. 일부
는 이를 정확히 끝마칠 것이다.
주요 활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수식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많은 수가 주어진 어셈
블러 명령어를 이용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이를 위해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또한 교재에서 소개된 기본 개념들을 사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단 한 개의 변
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은 집에서 LMC를 사용해 보고 LMC 튜토리얼(www.yorku.ca/sychen/research/LMC)의 예시 프로그램을 접해 보아
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제공된 명령어를 다양하게 사양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하자.

다음 권장 진도
6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5.3.1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5.3A
명령어

프로그램 계수기

누산기

입력

출력

NUM1

MDR (기억 장치
메모리 레지스터)

MAR (기억 장치
어드레스 레지스터)

0

1

5

5

-

-

-

2

1

2

5

-

-

5

5

4

2

3

7

7

5

-

-

3

4

12

-

-

5

5

4

4

5

12

-

12

5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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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a IT 컴퓨팅하기
INP 			

ADD NUMB

STA NUMA 		

SUB NUMC

INP 			

OUT

STA NUMB 		

HLT

INP 			

NUMA DAT

STA NUMC 		

NUMB DAT

LDA NUMA 		

NUMC DAT

주의할 것은, 이 기본 해답에는 복수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변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점을
깨닫고 아래와 같은 코드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INP 			

INP

STA NUM 		

SUB NUM

INP 			

OUT

ADD NUM 		

HLT

OUT 			

FIRST DAT

이 과정을 완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테스트를 해 봐야 옳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 = 5, b = 7, c = 3: 9
a = 6, b = 3, c = 8: 1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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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3.2 IT 계획하기

간단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두 숫

5.3.3 IT 컴퓨팅하기

만들 수 있다.

디버깅한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자를 더하는 간단한 어셈

해답: 96페이지

KS3, 글머리 기호 3

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

블리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있어야 한다.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
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
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
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3.1 IT 생각하기

1개 이상 프로그램의 드라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어떻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간

1개 이상 프로그램의 드라이

5.3.3 IT 컴퓨팅하기

런 테이블에 변수의 상태를 기

게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

런 테이블에 변수의 상태를

해답: 96페이지

록할 수 있다.

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되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는지 알아야 한다. 프로그

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다

램이 정밀하고 정확한 명령

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를 피

어를 따름으로써 실행된다

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는 점을 파악한다.

보인다.

KS1,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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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디지털 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5.3.1 IT 생각하기

CPU의 중요 레지스터가 맡은

(위 참조)

인출-실행 주기와 관련하여 데

CPU의 중요 레지스터가 맡

5.3.2 IT 계획하기

각종 역할을 알 수 있다.

이터가 기억 장치에 어떻게 저

은 각종 역할을 알 수 있어야

5.3.3 IT 컴퓨팅하기

장되는지 아는 것 등, 폰 노이만

한다.

해답: 96페이지

구조를 알 수 있다. 위치 주소
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
동을 알 수 있다.
KS1,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5.3.1 IT 생각하기

CPU의 중요 레지스터가 맡은

(위 참조)

(위 참조)

CPU의 중요 레지스터가 맡

5.3.2 IT 계획하기

역할과 각 레지스터가 어떻게 서

KS1, 글머리 기호 2

은 역할과 각 레지스터가

5.3.3 IT 컴퓨팅하기

로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위 참조)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해답: 96페이지

KS2, 글머리 기호 1

지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3.2 IT 계획하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가 여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

5.3.3 IT 컴퓨팅하기

러 개인 대수식을 나타내는 적

KS3, 글머리 기호 3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가 여러 개인 대수식을 나

해답: 96페이지

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위 참조)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타내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KS3, 글머리 기호 6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한다.

(위 참조)

문(‘만약 … 아니면 …(if, then

KS2, 글머리 기호 1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위 참조)

알고리즘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구문) 오
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가능한 목표

5.3.2 IT 계획하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가

(위 참조)

(위 참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변수가

5.3.3 IT 컴퓨팅하기

여러 개인 대수식을 나타내는

KS3, 글머리 기호 3

여러 개인 대수식을 나타내는

해답: 96페이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

(위 참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

KS3, 글머리 기호 6

수 있다.

수 있다.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다양한 어셈블리어

5.3.3 IT 컴퓨팅하기

여러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고

해답: 96페이지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이를 만들 수 있다.

(위 참조)

점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KS3, 글머리 기호 6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

(위 참조)

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
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
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
택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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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얻는

색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

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또 상호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

것,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콘텐츠

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는 접촉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간단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츠나 접촉을 신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
른지 이해한다.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파악하
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정보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검색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검
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또 검색 엔진이 ‘웹 크롤러
(crawler)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을 안다. 인터넷 서비
스를 선택, 결합 및 이용한다.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책
임감 있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때 신고하는 방법을 다양하
게 알 수 있다.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
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
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
환 등이 있다.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를 알 수 있으며, 네트
워킹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iMAP,
POP, FTP, TCP/IP)을 알 수 있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
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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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웹상의 서로 연결된 콘텐츠에 어떤 힘이 있고 그 복잡성은 어떠한지, 또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하
는지 알게 된다. 여러분이 웹 사용자인 한 큰 문제를 겪지는 않겠지만, 웹 사이트의 폴더-하위 폴더 구조를 알고 HTML 태그
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면 더 좋다. W3 Schools(www.w3schools.com/html)의 튜토리얼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웹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웹은 도서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웹 페이지 간의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다.
WWW와 인터넷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권장 목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인지한다.
URL을 받아 적은 다음 그 후에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인지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
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검색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고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알고, 디지털 콘텐츠를 평
가하는 데 있어 분별력을 보인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법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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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70~75쪽
	연습 문제 6.1A 어느 것이 서버고 어느 것이 클라이언

핵심 용어
Internet(인터넷)
Server(서버)

트지?

Client(클라이언트)

연습 문제 6.1B 케빈 베이컨 지수 알아보기

Web browser(웹 브라우저)

연습 문제 6.1C 길 복원하기

Artefact(자료)

연습 문제 6.1D 쉬운 영어로 쓰인 월드 와이드 웹

Network(네트워크)
World wide web(WWW, the web) (월드 와이드 웹)
	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Protocol(프로토콜)

강의 노트
시작하기: 월드 와이드 웹 소개하기, 연습 문제 6.1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웹의 작동 방식을 아는 데 필요한 중심 개념과 용어 일부를 설명해 주도록 한다. 학생들은 인터넷(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의사소통 기반 시설이 모인 네트워크)과 월드 와이드 웹(인터넷에 위치한 여러 문서
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웹은 인터넷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1.1 IT 생각하기를 수업에서 다같이 토론해 본다. 이 학습 활동은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자료 및 서비스의 유형에 대

해 생각해 보고, 그 둘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비교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기회에 학생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의 공립 도서관을 방문해도 좋다. 연습 문제 6.1A는 학생들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주요 활동 1: 케빈 베이컨의 여섯 다리, 연습 문제 6.1B
학생들이 이전에 1단원을 학습했다면 여러분은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되는 방식과 학생들의 이진수 작업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학생들은 1.2.5 IT 컴퓨팅하기에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만들어 봤던 적이 있다.
학급 토의와 학생용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분리의 여섯 단계 이론(six degrees of separation)’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
이 6.1.3 IT 생각하기를 해 보도록 한다.
그다음으로는 6.1.4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할 차례다. 연습 문제 6.1B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매셔블(Mashable)에 있는 짧
은 영상을 본다. 영상은 구글이 어떻게 ‘케빈 베이컨의 여섯 다리’ 툴을 만들었는지 다음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zmctmCrRI
6.1.5 IT 계획하기는 학급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학생들이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한다. 학생들

이 조별로 모이게 하고, 그다음으로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둘 다 서로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상호 네트워크를 파악할 때마다 벽에 붙은 종이에 체크를 해 두어야
하고, 만약 종이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새로 써 넣고 연결고리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는 웹 페이지 간의 상호 관계와 닮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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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 URL의 구조, 연습 문제 6.1C
학생들과 함께 학생용 교재의 ‘URL이란?’ 부분을 읽어 본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답은 바로 ‘우주’이다. 칠판의 왼쪽 위 모서리 부분에 http://Universe 라고 먼저 쓰고, 그다음으로는 컴
퓨팅적 사고와 분해를 적용해 마지막에는 교실의 주소로 끝나는 URL을 써 보게 한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
에게는 먼저 그들이 우주 중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물어보고, http://Universe/MilkyWay 라고 쓰게 한다. 같은 방식으로, 학
생들의 위치가 어느 행성계, 행성, 대륙, 나라, 도, 시, 길, 건물, 마지막으로 교실에 속해 있는지 물어본다. 최종 경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http://Universe/MilkyWay/SolarSystem/Earth/Europe/UK/Kent/Canterbury/AbbotsburySchool/Main Block/23.room

이는 ‘절대’ 경로(abolute path)인데, 우주의 먼 곳으로부터 온 외계인들도 이 경로를 사용하면 교실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수
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웹 페이지에 인터넷상의 어떤 다른 기기도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경
로가 존재한다.
6.1.6.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하여라. 연습 문제 6.1C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미리 끝마치는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

생들이 보고 웹 주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모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직접 써 보도록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6.1.7 IT 컴퓨팅
하기를 진행한다.

총정리: 쉬운 영어로 쓰인 월드 와이드 웹, 영상 6.1 및 연습 문제 6.1D
먼저, 수업에서 6.1.2 IT 생각하기를 함께 이야기해 본다. 기기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랩톱),
넷북, 스마트본, 태블릿, 스마트 텔레비전, 지능형 기기, ATM 기계, PDA, 게임 콘솔 등이 있다. 인터넷은 이러한 기기들이 여
러분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러한 서비스 대부분은 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다. 인터넷 ≠ 월드 와이드 웹인 것이다.
‘쉬운 영어로 쓰인 월드 와이드 웹’ 영상을 보도록 한다. (www.commoncraft.com/video/world-wide-web) 이 영상에는 인
터넷과 웹에 대한 요점이 정리되어 있다. 학생들이 1단원을 공부한 경우, 정보가 인터넷을 이용해 전송되는 방식과 이 이진법
작업 사이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습 문제 6.1D에는 퀴즈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상의 중요 핵심을 기억하는지 테
스트할 수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유명 인사들의 베이컨 지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베이컨 지수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다른 배우들과 그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
생들은 웹 검색에서 웹 사이트의 인기도 또는 순위는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
지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 작용을 알고, 간단한 텍스트로 된 웹 페이지를 생성하거

나, URL을 분해·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측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www.google.
com의 프랑스 버전 사이트를 사용하려면, 어떤 URL을 입력해야 할까?” (답: www.google.fr)

“에덴 프로젝트(영국의 대형 온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www.eden.com이란 주소를 입력해 보았지만 관계가 없는 웹
사이트가 떴다. 비슷한 다른 URL을 넣어 보려면 무엇을 넣어야 할까?” (답: 에덴 프로젝트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www.eden.
org 또는 www.eden.org.uk를 넣어 볼 수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라는 말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예시를 준비하여 보여 준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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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다음 학습에서는 웹 정보의 품질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학생들에게 각자 거의 알지 못하는 주제를 하나 골라 보게 한다. 조개
류가 될 수도, 원반놀이가 될 수도 있다. 주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제에 대해 권위 있는 텍스트
와 이미지를 작성해 내는 것이다. 성실한 학생들이 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시간 제한을 둔다. 과제 결과물은
다음 수업에서 사용하여, 언뜻 보기에는 권위 있는 웹 사이트가 사실은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웹 사이트를 만들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다음 권장 진도
6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6.1A
1. 책 빌리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남는 책이 있는 사람은 서버에 비유할 수 있다.
	책을 빌리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 비유할 수 있다. 책을 빌려주는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 그 자체는 웹 페이지에 비유할 수 있다.
2. 교사와 학생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므로, 교사를 서버에 비유할 수 있다.
지식을 얻기 위해 학교에 오며 교사의 시간 및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 비유할 수 있다.
3. 확장 활동
	예를 들어, 렌터카 회사는 서버에 비유될 수 있고,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 차를 빌리는 사람은 사용 가능한 차를 찾는 클
라이언트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가 고른 차는 찾고 있던 웹 페이지에 해당한다.

6.1.2 IT 생각하기
기기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랩톱), 넷북, 스마트본, 태블릿, 스마트 텔레비전, 지능형 기기,
ATM 기계, PDA, 게임 콘솔 등이 있다.

6.1.6 IT 컴퓨팅하기/연습문제 6.1C
a) http://www.bigkoala.co.au/users/html
b) http://www.happytimes.com/Werewolves.php
c) http://www.gov.uk/2013/forms/Taxinf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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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6.1D
질문

답

점수

1. 월드 와이드 웹에 접속하려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참/거짓)

참

+1

2. 인터넷 연결을 하려면 연결선이
필요하다. (참/거짓)

거짓
무선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

+1
+1 보너스 점수

3. 웹을 둘러볼 때 때로는 인공 위성
장치가 필요하다. (참/거짓)

참

+1

4. 패킷(packet)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코드
(또는) 0과 1

+1
+2 보너스 점수

5. 브라우저는 코드를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 준다. (참/거짓)

참

+1

6. 코드는 일반 컴퓨터에 들어 있다.
(참/거짓)

거짓
웹 서버에 들어 있다.

+1
+1 보너스 점수

7. 웹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서버

+1

8. 웹에서 한 번에 서버 한 개에만
연결할 수 있다. (참/거짓)

참

+1

9. ‘웹’의 이름은 왜 웹인가?

마치 거미줄(spider’s web)처럼 서버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

10. 방문하는 웹 사이트 주소를 대부분
외우고 있어야 한다. (참/거짓)

거짓
많은 웹 페이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링크를 클릭하기만 해도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1
+1 보너스 점수

11. 웹 페이지 두 개가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일이 가능한가?
(예/아니오)

아니요

+1

12. 빈칸 채우기: 하이퍼링크는
________을 만들고 이를 더 쉽게
________ 수 있게 하는 단축키이다.

웹
찾을 혹은 둘러볼(navigate)

+1
+1

13. 패킷 하나에 코드가 몇 비트
포함되는가?

8

+1

14. 코드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0과 1

+1

총점수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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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1.1 IT 생각하기

웹 콘텐츠가 상호 연결되어 있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웹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

6.1.2 IT 생각하기

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

6.1.4 IT 컴퓨팅하기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알 수 있다. VOIP 등의 다양한

여야 한다.

연습 문제 6.1B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

연습 문제 6.1D

네트워크가 어떠한 통신 및

으며 사용할 수 있다. 정보 기술

해답: 104~105페이지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 알 수 있다.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
를 구분할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웹은 도서관과 같다는 점을

관에 있는 여러 물체가 서로 비

알아야 한다.

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설명할

6.1.1 IT 생각하기

웹의 다양한 핵심 부분과 도서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1.6 IT 컴퓨팅하기

(위 참조)

(위 참조)

웹 페이지 간의 상호 관계를

해답: 104페이지

URL을 기록 및 재구성할 수 있다.

알 수 있어야 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WWW와 인터넷의 차이점을

6.1.1 IT 생각하기

WWW와 인터넷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알아야 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1.1 IT 생각하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위 참조)

(위 참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연습 문제 6.1A

인지한다.

인지하도록 권장한다.

해답: 104페이지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1.6 IT 컴퓨팅하기

URL을 받아 적은 다음 그 후에

(위 참조)

(위 참조)

URL을 받아 적은 다음 그 후

연습 문제 6.1C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다.

에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

해답: 104페이지

록 권장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가능한 목표

6.1.1 IT 생각하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위 참조)

(위 참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6.1.2 IT 생각하기

범위를 인지한다.

의 범위를 인지할 수 있다.

해답: 1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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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은 탐색 단계에 해당하며,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하여 웹 사이트의 콘텐츠와 사이버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다. 여러분은 본 교재가 다루는 주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사이버 안전 및 웹 사이트의 상대적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저품질 웹 페이지를 선별하고 사용 및 의존을 피할 수 있다.
‘유령 사이트(bogus website)’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위험성 있는 웹 사이트를 인지한다.

권장 목표
웹 페이지에서 단어 검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많은 웹 사이트는 방문자 수에 기반한 광고 수입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데이터의 출처와 일자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중요도를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텍스트 검색 기능을 통해 주어진 조사 주제에 대한 웹 사이트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가 웹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
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검색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고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알고, 디지털 콘텐츠를 평
가하는 데 있어 분별력을 보인다.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때 신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인지한다.
부적절 콘텐츠, 또는 접촉, 행위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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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76~81쪽
파워포인트 6.2A 품질 평가
파워포인트 6.2B 웹 사이트의 유효 기간
파워포인트 6.2C 팝핀 제스처
연습 문제 6.2A 품질 평가
연습 문제 6.2B 팝핀 동작
연습 문제 6.2C 웹 페이지 검색

강의 노트
시작하기: 유령 사이트
학생들이 웹 페이지를 사용하기 전 페이지의 유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다. 이 질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대신
유령(믿을 수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무엇을 보고 해당 웹 페이지가 유령 페이
지인지 알 수 있었으며, 다음에는 그러한 점을 주의하게 될까? 이를 통해 간단한 토론 이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
길 바란다.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이 유령 사이트의 특징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에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페이지의 배치와 디자인이 비전문적인 것처럼 보인다.
웹 페이지에 깨진 링크가 있다.
철자 및 문법 오류가 있다.
광고, 특히 배너 광고와 동영상 광고가 많다.
부정직하거나 신뢰도가 낮고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한다.
‘세계 최고의 선택’ 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유용한 글이 매우 적고, 여러 번 반복되어 있다.
 관계없는 내용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웹 페이지에 비디오 게임, 금 매입, 해적판 소프트웨어, 음악 등의 내용이
동시에 제시되는 식이다.
여러분이 상품을 탔다거나 백만 번째 방문자라고 하는 배너가 있다.
상품이 걸려 있는, 매우 쉬운 게임을 해보라고 한다.
남녀의 노출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연락처나 ‘소개’ 란이 없는, 결국 익명인 페이지이다.
글의 품질이 낮다.
팝업 창이 지나치게 많다.
페이지를 열자마자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
이전 페이지로 갈 수가 없다. 뒤로 가기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기억해 내기 어려워하면, http://publish.uwo.ca/~floyd/general/boguswebsites.htm를 방문해
본다. 학교 수업용으로 만들어진 유령 사이트 모음이다. 수업에서 6.2.1 IT 생각하기 및 6.2.2 IT 생각하기를 토론해 보자.

주요 활동 1: 웹상의 콘텐츠 평가하기, 파워포인트 6.2A, 연습 문제 6.2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웹상의 콘텐츠가 어떤 경우에 신뢰할 수 없게 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앞에서 언급한 힙합 음악가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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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과장된 주장을 하는 다른 예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편향된 사이트 중 최신
의, 또는 적절한 예시를 찾을 수 있다면 보여 준다.
6.2.5 IT 생각하기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학생들을 두 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위키피디아가 정확한 정보 출처라고
주장하고, 한 조는 그 반대의 주장을 하게 하자. 각 조에 소속된 학생들은 차례를 번갈아가며 말하고, 각 차례마다 발표자를
다르게 하여 모든 학생이 발언할 기회를 얻도록 한다. 만약 토론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 파워포인트 6.2A를 보여 주고 상황에
진전이 있는지 살펴본다. 위키피디아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지만,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과제에서 사실의 출처로 인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다음의 질문을 한다. “정보 조사에 웹 사이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이트가 올바른 정보 출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학생용 교재의, 웹 페이지의 신뢰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한다. 그다음으로 6.2.6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연습 문제 6.2A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 평가하는 페이지 하나마다 한 장을 사용하게 되므로, 다섯 장씩 필

요할 것이다.
주요 활동 1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간단히 토의해 보도록 한다. 2~3분 동안, 두 명씩 혹은 조별로, 완전히 신뢰 가능

하고 편견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게 가능한지 토론하는 것이다. 보다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이와 같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유효
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주요 활동 2: 웹에서 콘텐츠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파워포인트 6.2B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콘텐츠가 예상 기간보다 더 오래 인터넷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검색 시에 웹 페이지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만약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을 작성할 경우 이는 개인의 장
기적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2.7 IT 컴퓨팅하기와 6.2.8 IT 컴퓨팅하기는 서로 유사하므로 학생들 절반에게는 둘 중 하나의 활동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다

른 활동을 할당할 수도 있다. 만약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거나 6.2.8 IT 컴퓨팅하기 진행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은 경우 파워포인트 6.2B를 이용할 수 있다.
6.2.9 IT 생각하기를 함께 의논해 보자. 기사의 인용 문장은 www.telegraph.co.uk/technology/google/7951269/Youngwill-have-to-change-names-to-escape-cyber-past-warns-Googles-Eric-Schmidt.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과거 행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비교적 최근의 상황으로는 www.bbc.co.uk/news/uk-england-22083032 가 있다.

총정리: 팝핀 동작 또는 유튜브 탐색, 연습 문제 6.2B, 파워포인트 6.2C
인터랙티브 게임을 해 본다. 신체 동작을 사용하여 웹상의 글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연습 문제 6.2B에 여
러분이 읽어 줄 내용이 나와 있으며, 파워포인트 6.2C에 사용해야 할 제스처 목록이 실려 있다.
교실의 컴퓨터에 유튜브 접속이 허용되는 경우, 모종의 과정을 설명하는(how to)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두 개 찾아보고 해
당 영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 중 뭔가 배울 때 이러한 과정 설명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까? 무엇을 배울 때 이러한 영상을 사용하는가? 해당 영상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웹 콘텐츠의 품질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웹 사이트를 정보

의 출처로서 신뢰할 수 없고, 심지어 사이트가 위험한지 알려 주는 지표가 일부 제시되어 있다.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대
부분의 학생들은 웹 콘텐츠 다수는 단지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웹에는 광고 및 복사된 콘텐츠도 많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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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웹 사이트 상의 콘텐츠 및 어떻게 이와 같은 콘텐츠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웹상의 콘텐츠를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콘텐츠를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애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계속 보존된다는 점
을 알게 될 것이다.

숙제
다음 2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6.2.3 IT 컴퓨팅하기
연습 문제 6.2C

다음 권장 진도
6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6.2.1 IT 생각하기
아래와 같은 답이 가능하다.
다수의 URL은 상당히 길고, 규칙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지 않아서 잘못 입력하기가 쉽다.
 URL을 잘못 입력하는 방법은 예측하기가 쉽다. 키보드에서 어떤 키가 서로 가까이 있는지 살펴보자. ‘Microsoft’ 대신
‘Mivrosoft’ 라는 오타를 내기가 쉬운데, c와 v 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웹 사이트의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웹 사이트 소유권의 소멸, 비양심적인 사람이 이 사이트를 대신 인수하기 때문이다.
해커들이 웹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악성 코드를 심어 웹 사이트 관리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추측하기 쉬워서이다.
 웹 서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서두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이트가 언뜻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6.2.2 IT 생각하기
웹 사이트의 형태와 규모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가 유령 사이트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힘들 때가 많다. URL을 똑바
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사이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그것이 지나치게 좋아 보인다면, 유령 사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

6.2.7 IT 컴퓨팅하기, 6.2.8 IT 컴퓨팅하기
오래된 사이트와 새로운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새로운 사이트에 아마 더 많은 사진, 영상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가지고 있
을 것이다 . 오래된 웹 사이트들은 더 어두운 배경, 투박한 서체와 품질이 낮은 이미지를 사용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전 사이트가 구식으로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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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충분한 시간 내에 재생될 수 없었다. 사실 사진을 로딩하는 데도 시
간이 꽤 걸렸다.
 합의된 기준이 별로 없었다. 플러그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화면의 크기가 작았고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이 많지 않았다.
 웹 자체가 지금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웹 페이지의 품질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 돈,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습 문제 6.2C
4. a) 4
b) 6
c) 11
주의할 점: 만약 해당 온라인 기사가 나중에 편집될 경우 위의 해답도 변경될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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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2.1 IT 생각하기

저품질 웹 페이지를 선별하고

검색 기술을 효율적으로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

저품질 웹 페이지를 선별하

6.2.2 IT 생각하기

사용 및 의존을 피할 수 있다.

사용하고, 검색 결과가 어

게 매기는지 알 수 있다. HTML

고 사용 및 의존을 피할 수

6.2.3 IT 컴퓨팅하기

떻게 선택되고 결과 순위를

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

있어야 한다.

6.2.6 IT 컴퓨팅하기

어떻게 매기는지 알며, 디

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

연습 문제 6.2A

지털 콘텐츠를 평가하는 데

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

해답: 110페이지

있어 분별력을 보인다.

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0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2.1 IT 생각하기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위험을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

위험성 있는 웹 사이트를

6.2.2 IT 생각하기

피하기 위한 단계를 밟을 수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다양

웨어를 알고 있으며, 네트워킹

인지해야 한다.

해답: 110페이지

있다.

한 방법, 온라인 상의 신분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

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

토콜 명칭(SMTP, iMAP, POP,

법을 인지한다. 부적절 콘

FTP, TCP/IP)을 알고 있다. 정

텐츠, 또는 접촉, 행위를 식

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

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

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 콘텐

고 있다.

츠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KS2,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2.7 IT 컴퓨팅하기

데이터의 출처와 일자에 기반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의 출처와 일자에 기반

6.2.8 IT 컴퓨팅하기

하여 데이터의 중요도를 인지

하여 데이터의 중요도를 인지

6.2.9 IT 컴퓨팅하기

한다.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파워포인트 6.2B
해답: 110페이지

KS2,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많은 웹 사이트는 방문자 수

연습 문제 6.2B

광고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자
료를 판별할 수 있다.

에 기반한 광고 수입으로 유
지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
도록 권장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가능한 목표

연습 문제 6.2C

텍스트 검색 기능을 통해 주어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검색 기능을 통해 주

해답: 111페이지

진 조사 주제에 대한 웹 사이트

어진 조사 주제에 대한 웹 사
이트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112

Unit 6

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3차시

알아두기
웹상의 링크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불연산자(AND, OR, NOT) 및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웹
링크에 대한 이해를 기르도록 한다. 주요 활동 1은 운동 감각적 활동이므로, 학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및 방이 있으면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검색은 웹 사용의 주요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웹상에서 해당 주제 관련 정보를 목적에 맞게 얻을 수 있다.
검색 엔진은 웹상의 정보를 수집하며, 알고리즘을 사용해 검색 결과 상에서 웹 사이트의 순위를 매긴다는 점을 인지한다.

권장 목표
검색 및 조사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웹 서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검색 기준에 AND, OR, NOT을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불연산자를 사용하면 검색 결과가 개선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불연산자 검색 결과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
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검색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고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알며, 디지털 콘텐츠를 평
가하는 데 있어 분별력을 보인다.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때 신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교과 외 연계
수학: 기하학적 도형, 각도 및 좌표
사회 및 건강 교육/아동 건강: 우리 주변의 세계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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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82~85쪽

Search engine(검색 엔진)

파워포인트 6.3A 구글 페이지 순위

Boolean operators(불연산자)

연습 문제 6.3A 서버 검색
연습 문제 6.3B 벤 다이어그램
연습 문제 6.3C 조사 과제
연습 문제 6.3D 구글 왝(Googlewhack)으로 돌아오다

강의 노트
시작하기: 서버 검색, 연습 문제 6.3A
본 시작 활동은 서버가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연습 문제 6.3A를 인쇄한다. 첫 번째 페이지
에는 여러분이 참고할 지시 사항이, 그 뒤의 다섯 페이지에는 학생들에게 주어질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활동 1: 구글 페이지 순위, 파워포인트 6.3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구글Ⓡ 페이지 순위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다음으로는 더그 애버딘(Doug Aberdeen)의 학
습 활동을 진행해 본다. 더그 애버딘은 아래의 영상, 즉 2011 CAS 컨퍼런스에서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상의 19분 25
초~25분 02초까지 약 6분간 본 활동의 시범을 보인다. www.youtube.com/watch?v=bNp4ZP5CDcA&feature=c4overview&playnext=1&list=TLMa0b-hFYBEE 이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주사위를 던질 공간을 필요로 하는 운동 감각적 활

동이므로, 그에 맞게 공간을 준비해 둔다.
파워포인트 6.3A의 슬라이드를 인쇄하고 가능하다면 A3 크기로 확대한다. 링크가 선명해 보이도록 컬러로 인쇄하는 것이 좋

다. 인쇄한 슬라이드를 핀으로 고정하여 교실에 걸어 둔다. 열 명의 자원자들(혹은 안전이 보장될 경우 반 전체)에게 웹 페이
지 옆에 서도록 한다. 그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신호를 주면 이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 링크를 확인한 다음 그 링크가 가리키는 웹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웹 페이지 A 옆에 서 있고
주사위를 던져 2가 나오면, 이 학생은 웹 페이지 E로 가야 한다. 웹 페이지 A의 두 번째 링크에 ‘vampires [2:E]’가 쓰여 있기
때문이다. 웹 페이지 중 일부에 모인 학생들이 다른 페이지보다 많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만약 검
색어가 ‘vampire(뱀파이어)’라면, 구글 페이지 순위 목록에는 웹 페이지 E가 맨 위에 올라 있을 것인데, 이 페이지로 가는 링
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한편 만약 검색어가 ‘werewolf(늑대인간)’일 경우 웹 페이지 J가 목록 맨 위에 올라 있을 것이다. 웹
페이지에 달린 별은 해당 페이지로 이어지는 다른 페이지의 링크를 토대로, 페이지의 인기도를 나타낸다. 본 활동과 학생들의
구글Ⓡ 검색 엔진 사용 경험을 토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얻은 결과가 더욱 정확한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얻은 결과가 항상 유용한, 원하던 결과인가?

주요 활동 2: 불연산자를 이용한 효율적 검색, 연습 문제 6.3B, 연습 문제 6.3C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불연산자에 대해, 이는 효과적으로 웹 검색을 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연습 문제 6.3B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불연산자를 가족에 비유해 생각해 보도
록 한다.

114

Unit 6

 ‘AND’은 소심한 남편 앤디(Andy)이다. 그는 뭔가 할 때 항상 가족들 전부와 같이 하려고 하고, 항상 모두의 의견은 어떤
지 물어본다. 가족 구성원 1 ‘그리고(AND)’ 가족 구성원 2 ‘그리고’ 가족 구성원 3이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OR’은 유능한 어머니 로라(Lora)이다. 그녀는 가족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고집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들에게 사 주고
싶은 것 모두를 사 줄 만한 여력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올해의 아들 생일 선물로 그녀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 줄까, ‘아니면(OR)’ 게임 콘솔을 사 주게 될까?
 ‘NOT’은 앤디와 로라의 아들 요한(Johan)이다.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디저
트의 경우 그는 초콜릿이 ‘아니라(NOT)’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한다.
수업에서 6.3.1 IT 생각하기를 함께 토론해 보자. 이는 도전 과제의 기초가 된다. 그다음으로는 6.3.2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는
데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연습 문제 6.3C를 통해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총정리: 미래 내다보기, 연습 문제 6.3D
수업에서, 검색 엔진의 검색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유
료로 전환된다면 이는 웹 이용 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숙제 활동을 준비해 본다. 모든 학생들이 종이 조각 두 개에 낱말 두 개를 쓰도록 한다. 종이 조각을
모두 모은 다음 상자에 넣는다. 그중 다섯 장을 임의로 뽑고 쓰여 있는 낱말을 칠판에 쓴다. 연습 문제 6.3D에 이 단어를 받아
적어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활동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페이지에는 다른 페이지보다 링크가 많다는 점을 파악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검색 엔진의 페이지 순위는 이런 방식으로 매겨진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이
방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검색 엔진에서 웹 사이트의 순위를 끌어 올릴지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주요 활동 2는 시작하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앞서 시작하기 활동에서는 검색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유명인 이름을 따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세 개를 이용해 효율적인 검색을 해야 한다는 도전 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검
색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불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불 검색 연산자를 손쉽
게 내면화하고, 효율적인 검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복잡한 조합에서도 불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대부분
은 검색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약간의 기본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
를 선별하고 해당 언어와 유명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찾은 정보를 재조정하여 해당 언어, 유
명인 및 이 둘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하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숙제
6.3.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하여라.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1차시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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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6.3B
1. 고양이 = 네 개의 다리 AND 털가죽 AND 포유류
2. 인간 = 포유류 NOT 네 개의 다리 NOT 털가죽
3. 거미 = NOT 포유류 NOT 털가죽 NOT 네 개의 다리

animal (동물)

fur
(털가죽)

four legs
(네 개의 다리)
1

3

2
mammal
(포유류)

6.3.1 IT 생각하기
모든 출처를 언급하거나 ‘인용’한다. 이렇게 하면 표절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인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자 이름
웹 페이지 및 글의 제목
웹 사이트 주소와 URL
출간 및 게시 일자
검색 일자
찾은 정보를 자기 자신의 말로 다시 풀어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표절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은 읽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게 된다.
만약 웹에서 찾은 이미지를 글에 사용하고 그대로 출간 및 게시하려 할 경우, 사진을 찍었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해당 이미지가 그들의 것이며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위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저
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많은 재량권
이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독자에게 누가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려야 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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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KS2,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검색 기술을 효율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월드

검색은 웹 사용의 주요 방법

사용하고, 검색 결과가 어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떻게 선택되고 결과 순위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또 상호

어떻게 매기는지 알며, 디

를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것,

지털 콘텐츠를 평가하는 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

있어 분별력을 보인다.

성을 인식한다. 콘텐츠 또는 접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연습 문제 6.3A

보고용 문구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어떻게 웹
상에서 탐색하는지 알 수 있다.

촉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
야 할지 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
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간단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
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
용하며,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츠나 접촉을 신고할 수 있
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다.
KS2,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검색 엔진이 어떠한 웹 사이트

(위 참조)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

검색 엔진은 웹상의 정보를

를 선호하는지 인지할 수 있다.

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

수집하며, 알고리즘을 사용

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

해 검색 결과 상에서 웹 사

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

이트의 순위를 매긴다는 점

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

을 인지하여야 한다.

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
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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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6.3.2 IT 컴퓨팅하기

(위 참조)

불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

검색 기준에 AND, OR,

연습 문제 6.3B

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NOT을 사용하면 더 나은

연습 문제 6.3C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해답: 116페이지

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

을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불연산자를 알 수 있다.

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
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검색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검
색 결과가 어떻게 선택되는
지, 또 검색 엔진이 ‘웹 크롤러
(crawler)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는 점을 안다. 인터넷 서비스
를 선택, 결합 및 이용한다. 기
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문제가 될 때신
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웹 서버가 어떻게 요청에 응답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

(위 참조)

웹 서버가 하는 일이 무엇인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지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
지 알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가능한 목표

연습 문제 6.3B

검색어와 불연산자를 구두로 불

(위 참조)

(위 참조)

불연산자 검색 결과는 벤 다

해답: 116페이지

러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이어그램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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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시작하는
웹 페이지 만들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간단한

고,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여러 방법을 안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

는 점을 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

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을 한다. 불연산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하

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고,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
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인지한다. 프로그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

램을 작동할 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을 수

점을 인식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면 유용하다는 점

정하여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

을 인지한다.

할 수 있다.

1차시

알아두기
HTML 5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컴퓨터에 설치해 둘 것을 추천한다. 브라우저가 HTML 5를 지원하는지 확실치 않은 경
우 http://HTML5test.com/ 에서 확인해 본다. 태블릿 기기를 통해서도 이 단원 전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키보드 입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웹 페이지 편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http://goggles.webmaker.org 를 사용해도 좋다. 북마크(즐겨찾기)에 엑
스레이 고글스(X-Ray Goggles)를 설치하면, 그다음에는 페이지를 수정할 때 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키보드 단축키는 아래와 같다.
H: Help (도움말)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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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Deactive goggles(고글스 비활성화)
R: Replace/remix selected element(선택 항목 대체/재조합)
C: View/edit computed style of selected element(hold to view)
(선택 항목의 계산된 스타일 보기/편집)
Backspace: Remove selected element(선택 항목 삭제)
Left arrow: Undo(실행 취소)
Right arrow: Redo(재실행)
Up arrow: Ascend to parent element(상위 요소로 올라가기)
Down arrow: Descend to child elements(하위 요소로 내려가기)
P: Publish/remix(출판/재조합)
학교 웹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카메라 및 사진 이미지를 업로드할 공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무료 웹 사이트로는
www.flickr.com, www.photobucket.com, sites.google.com (구글 앱스의 일부) 등이 있다.

HTML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목록을 www.w3schools.com/HTML/HTML5_intro.asp 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HTML
과 CSS를 코딩 할 때 색상은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 영어 표기가 쓰인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에서는 HTML 5를
지원하는 태그만 사용할 것이다. <font> 명령 등 예전에 쓰이던 태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웹 페이지 생성에 HTML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색상 및 폰트(서체)는 디지털 자료에 있어 텍스트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안다.
사용된 폰트, 텍스트의 크기 및 스타일은 디지털 텍스트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기본적인 HTML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색상 선택이 사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룩 앤드 필(look and feel)’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텍스트 효과(볼드체, 이탤릭체 등)를 이용해 텍스트를 강조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적절한 HTML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설계할 수 있다.
색상 선택이 디지털 자료의 유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예: 색맹 등)
	배치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예를 들면, 텍스트와 이미지에 적절한 위치와 크기가 지정되어야 하고,
디지털 자료에서 흰색 빈칸에도 색상값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폰트와 스타일 선택이 디지털 텍스트의 가독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
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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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언어: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난이도 있는 글 이해하기, 자신감 있고 능률적인 말하기
미술과 디자인: 회화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 사용하기
시민 교육(Citizenship):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 이해하기
디자인과 기술: 사용자의 요구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조사 및 탐사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86~91쪽
연습 문제 7.1A 웹 페이지 평가하기
파워포인트 7.1A 와이어프레임 이용하기

핵심 용어
	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Usability(유용성)
	Accessibility(접근성)
	Wireframe(와이어프레임)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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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WWW, 그리고 HTML이란?
월드 와이드 웹과 HTML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재점검하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문서를 설
명하는 HTML 태그를 보여 준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보기(V)] [소스(C)]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메뉴] → [개발자] → [소스보기]
애플 사파리(Apple Safari): [설정] → [고급] → [메뉴 막대에서 개발자용 메뉴보기] 체크 → [개발자용] → [소스보기]
구글 크롬(Google Chrome): [메뉴] → [도구 더보기] → [개발자 도구(D)]
웹 브라우저별로 위와 같이 경로를 따라가면 HTML태그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활동 1: 유용성과 접근성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유용성’과 ‘접근성’ 개념을 소개하고, 7.1.1 IT 생각하기를 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른 과목에서 학
습 중인 주제에 대해, 여러 다양한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서 7.1.2 IT 계획하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 두 명씩 짝을 지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각 조마다 가장 보편적인 웹 페
이지 구조를 생각해 낸 다음, 다른 조의 작업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각 조가 생각한 것이 상대편 조가 생각한 것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생각해보게 한다.
다음으로는, 7.1.3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색상 사용, 폰트와 폰트 크기, 메뉴, 이미지, 텍스트 등의 위치 설정 등에 초점을 맞
추도록 한다.

주요 활동 2: 방문자들에 맞게 웹 사이트 재구성하기, 연습 문제 7.1A, 파워포인트 7.1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 편집 및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 과정을 설명한다. 만약 여러분이 HTML 사용에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경우, 수업 전 미리 재구성한 웹 페이지 자료를 준비한 다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첫 번째 페이
지에는 원래의 사이트,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재구성한 사이트를 준비해서 화면을 넘기면서 보여 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페이지가 현장에서 직접 편집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얻는 것이 보다 많을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수업을 진행해 본다. BBC 뉴스 또는 뉴스라운드(News round) 웹 사이트는 재구성하기 딱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구성 기사를 통해 여러분
지역의 축구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도록 하거나, 여러분의 학교에 유명 인사가 온다거나 학교 대표 학생이 음반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보도를 할 수도 있다.
페이지를 보여 준 다음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한다. 6단원의 유령 페이지 부분으
로 돌아가서, 웹에서 코드를 복사하거나 빌리는 일은 항상 굉장히 쉬웠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나 사치품
판매 웹 사이트를 빌려 자기 것인 양 행동해 왔다. 예를 들어 만약 ‘코치 핸드백(Coach handbags)’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짜
웹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잡힐 것이다. 코치에서는 사실 온라인으로 핸드백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엑스레이 고글스(X-Ray Goggles)를 이용해 7.1.4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HTML 태그 그 자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재구성 과정에서 웹 페이지의 이미지를 교체하고 싶다면, 웹에서 새
이미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 학생들이 그림과 텍스트는 다른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기본 기술을
다 익혔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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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IT 계획하기를 진행한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하도록 하여, 또는 연습 문제 7.1A를 이용하여 이 정보를 끌어

낼 수 있다. 연습 문제에서 학생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활동하게 된다. 그다음으로는 7.1.6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파
워포인트 7.1A에는 와이어프레임 예시가 제공되어 있다.

수업에서 함께 학생용 교재를 읽고, HTML 구조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7.1.7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은 엑스레이 고글스의 ‘Advanced(고급)’ 메뉴를 사용해도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텍스트 색상 변경, 배경 색상 변경, 텍스트 볼드체로 만들기 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
들은 새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정리
다른 조원이 한 작업 중 마음에 드는 세 가지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점 한 가지를 적어 보게 한다. 만약 평가에 어려움을 겪
는다면, 주요 활동 1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내용을 적으면, 교사는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고 눈에 띄
는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 페이지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다같이 토의해 보면서 수업을 마치자. 예를 들면, 성별,
나이, 웹 사용 경험, 문화, 언어 등이 변별 요소가 될 수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비교적 앞서 있는 학생들에게는 모바일 기기에 맞게 설계된 웹 페이지와 휴대용 컴퓨터, 탁상용 컴퓨터에 맞

게 설계된 웹 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있을지 물어봐도 좋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웹 페이지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엑스레이 고글스를 이용해 기본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

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이미지 소스를 이용하여 그래픽을 수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기본적인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 웹 페이지의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대상 방문자 층에 맞
게 다양한 스타일 기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사이트를 크게 개조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추가하고 소스 이
미지를 사용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7.1.8 IT 계획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혹은 그 대신에, 만약 컴퓨팅의 역사 부분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프레젠테이
션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다른 과목 수업에서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설계
하는 숙제를 내 줄 수도 있다. 다음 수업에서는 설계했던 웹 페이지를 실제로 만들게 된다.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2차시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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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

웹 페이지 생성에 HTML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이를 연결해 준다는 점을 안다. 프로그래밍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는 점을 인지한다.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연산자 등

해결한다.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구조를 적절히 활용한다.

적절하게 선택한다.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
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7.1.4 IT 컴퓨팅하기

웹 페이지 생성에 HTML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네트워크
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색상 및 폰트는 디지털 자료

지털 자료에 있어 텍스

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

인지한다.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 다양한

에 있어 텍스트의 가독성에

트의 가독성에 영향을

되는지 인지한다.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미친다는 점을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 스

인식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면 유용

있어야 한다.

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웹을 둘러보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
기 위하여 간단한 웹 검색을 수행할 수 있
다. 컴퓨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
며, 온라인 상의 부적절한 콘텐츠나 접속
을 신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안다.
정보 기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 및 목적을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
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
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
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
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을 수
정하여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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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IT 컴퓨팅하기

색상 및 폰트(서체)는 디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KS3, 글머리 기호 3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기본적인 HTML 명령어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7.1.4 IT 컴퓨팅하기

보고용 문구
기본적인 HTML 명령
어를 사용할 수 있다.

를 사용할 수 있기를 권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장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권장 목표

7.1.4 IT 컴퓨팅하기

특정 독자층을 대상 으

(위 참조)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7.1.1 IT 생각하기

로 한 웹 페이지를 만들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

한 웹 페이지를 만들 수

7.1.2 IT 계획하기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

있을 것을 권장한다.

7.1.4 IT 컴퓨팅하기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

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을 수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정하여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KS3, 글머리 기호 9
방문자들에게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을 한다. 이 과정에
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1.7 IT 컴퓨팅하기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네트워크
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가능한 목표

7.1.6 IT 계획하기

적절한 HTML을 사용

(위 참조)

(위 참조)

적절한 HTML을 사용하

7.1.1 IT 생각하기

하여 웹 페이지를 설계

여 웹 페이지를 설계할 수

7.1.4 IT 컴퓨팅하기

할 수 있다.

있다.

7.1.7 IT 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9
(위 참조)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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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모질라 심블(http://thimble.webmaker.org)을 충분히 익혀 두도록 한다. 그 대신 오픈 소스인 블루 그리폰 (Blue Griffon;
www.bluegriffon.org) 등의 HTML 코드 패키지(coding packag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노트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WYSIWYG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HTML 코딩을 하는 패키지를 고르지는 말자. 블록을 사용한 코딩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심블에 기초적인 코드가 제공되어 있다. 그러므로 <p>Make something amazing with the web</p> 안에서 편집을 시작할
수 있다. 학생 각자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고, 계정을 만들기 위해 이메일 주소도 있어야 한다.
만약 이메일 주소가 없는 학생이 있다면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노트패드에서는 .htm 확장자로 파일을 수동으로 저장하
여야 한다.
HTML 코딩의 기초 요소 목록은 HTML 용어 사전 및 CSS 용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HTML과 CSS를 코딩할
때 색상에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 영어 표기가 쓰인다는 점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HTML 구조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적절한 HTML 구조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설계할 수 있다.
CSS를 이용하여 페이지에서 레이아웃(배치)과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CSS 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페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웹 페이지 설계에 표를 이용할 수 있다.
CSS 구조를 이용해 전체 페이지에 스타일을 적용하며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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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연계
언어: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난이도 있는 글 이해하기, 자신감 있고 능률적인 말하기
미술과 디자인: 회화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 사용하기
시민 교육(Citizenship):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 이해하기
디자인과 기술: 사용자의 요구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조사 및 탐사

필요 자료

핵심 용어

IT 컴퓨팅하기 학생용 교재 1의 92~95쪽

Abstraction(추상화)

연습 문제 7.1A 웹 페이지 평가하기

Generalization(일반화)

HTML 용어 사전

	Cascading Style Sheets(CSS) (캐스캐이딩 스타일 시

CSS 용어 사전

트)

HTML 7.2A

Grammar(문법)

HTML 7.2B

Syntax(구문)
Verification(검증)
Valid(유효성)

강의 노트
시작하기: 1차시 숙제 평가하기, 종이 위에 웹 페이지 설계하기, 연습 문제 7.1A
학생들이 연습 문제 7.1A를 이용하여 지난 시간에 해 온 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평가를 하게 한다. 그다음으로는 받은 평가에
따라 각자 페이지 디자인을 수정하도록 한다.
만약 숙제를 내 주지 않았다면, 5단원의 학습 내용을 돌이켜 보고 학생들에게 컴퓨팅의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쓰게
한다. 그다음으로는 이 인물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종이에 그려 보게 한다.

주요 활동 1: 웹 페이지 만들기, HTML 용어 사전, 7.2A IT 컴퓨팅하기
학생들이 종이에 웹 페이지 디자인을 그리고 적절한 HTML 구조를 각 요소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되면, 그다음으로는 학생
용 교재와 HTML 용어 사전의 도움을 받아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7.2.1 IT 컴퓨팅하기의 학습 내용이다. 학생들이 본
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첫 문장을 써 주는 등 짧게 시범을 보여 준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샘플 HTML 파일이 들어 있
는 ZIP 파일인 HTML 7.2A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7.2.2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웹 페이지 코딩 시 겪는 과정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해 보도록 한다. 공통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가?

주요 활동 2: CSS 소개하기, CSS 용어 사전, 7.2B IT 컴퓨팅하기
기본적인 웹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는, 수업을 재개하고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CSS를 사용해 전체 웹 페이지에 일관된 디자
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핵심적인 점은 CSS를 사용하여 레이아웃과 콘텐츠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는 CSS 용어 사전을 이용해 7.2.3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하게 한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ZIP 파일 HTML 7.2B에 있는 샘플
HTML 파일을 사용해도 좋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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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웹 페이지 자기 평가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자동 양식 검사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7.2.4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만든 코드에
만족한 다음에는, 만든 웹 페이지를 여러 브라우저를 사용해 열어 본다.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인터
넷 익스플로러, 애플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페이지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명령어를 이용하여 예시 파일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명령어를 활용해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www.w3schools.com/css/에서 새 명령어를 찾아 배경, 폰트 및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16진수 색상값이나 컬러 피커(color picker)를 사용해 색상도 선택할 수 있다. 컬러 피커
는 www.w3schools.com/tags/ref_colorpicker.asp 에서 찾을 수 있다.
주요 활동 2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웹 페이지를 개선 및 변경하기 위해 추가적인 스타일 명령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많

은 학생들은 페이지 헤더에 스타일 명령어를 추가하여 페이지에 전체적인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CSS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변경할 때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것이다.

숙제
웹 페이지 개발을 계속하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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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HTML 구조를 이용해 웹

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인지한다.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을 설계 및 개발한다.

7.2.1 IT 컴퓨팅하기

HTML 구조를 이용해 웹 페이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
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
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
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네
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이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7.2.1 IT 컴퓨팅하기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이용
할 수 있다.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

CSS를 이용하여 페이지에

레이아웃(배치)과 내용을 분리

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서 레이아웃(배치)과 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을 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

이해하기를 권장한다.

7.2.1 IT 컴퓨팅하기

CSS를 이용하여 페이지에서

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
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
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
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
을 사용하며, 해답을 수정하여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
항을 파악할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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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7.2.1 IT 컴퓨팅하기

CSS 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페

(위 참조)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

CSS 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7.2.3 IT 컴퓨팅하기

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

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

페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할

KS3, 글머리 기호 8

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네

을 권장한다.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

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패킷 교환 등이 있다.

다는 점을 인지한다.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KS3, 글머리 기호 9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
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을 변경한다. 이 과정에
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
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가능한 목표

7.2.1 IT 컴퓨팅하기

CSS 구조를 이용해 웹 페이지

(위 참조)

(위 참조)

CSS 구조를 이용해 전체

7.2.3 IT 컴퓨팅하기

를 생성할 수 있다.

페이지에 스타일을 적용하
KS3, 글머리 기호 9

며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

(위 참조)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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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HTML의 주요 요소에 대해 잘 알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를 설계 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수 있다. www.w3.org/
community/webed/wiki/HTML/Elements에서 HTML의 주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원본 HTML파일을 표시 및 편집하려면, 파일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노트패드 혹은 노트패드 플러스, 맥의
EDITRA 등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 파일을 연다. 파일을 더블클릭만 할 경우 HTML 문서가 웹 브라우저에서 열릴 것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HTML 구조를 이용해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CSS를 이용하여 페이지에서 레이아웃(배치)과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다양한 HTML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CSS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가져올 때 아이프레임(iframe)을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적절한 HTML과 CSS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설계 및 생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언어: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난이도 있는 글 이해하기, 자신감 있고 능률적인 말하기
미술과 디자인: 회화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 사용하기
시민 교육(Citizenship):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 이해하기.
디자인과 기술: 사용자의 요구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조사 및 탐사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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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IT컴퓨팅하기 학생용 교재 1의 96~101쪽

iframe(아이프레임)

연습 문제 7.3A 코드에서 브라우저
HTML 7.3A 샘플 코드
IT 생각하기 7.3A ODT
인터랙티브 7.3A 카운트다운

강의 노트
시작하기: 코드에서 브라우저로, 연습 문제 7.3A, IT 컴퓨팅하기 7.3A
7.3.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본 활동 보조에 연습 문제 7.3A를 사용하거나, 교실이 적절할 경우, 원본 HTML 파일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빈 종이에 HTML를 본 인상을 그려 보도록 한다.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업을 해도 좋다. 3분의 시간을 주고, 카운트다운 타이머인 인터랙티브 7.3A를 완성하게 한다. 그다음 학생들의 작업
을 살펴본다. 학생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오류로는, 헤더와 본문 텍스트의 파악에 있어 혼동을 겪거나, 스타일을 적
절히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 여러분이 속도, 정확도 부문 등 부문별로 상을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한 두 개 수여해도
좋다.

주요 활동 1: 간단한 표 만들기
학생들이 7.3.2 IT 계획하기 및 7.3.3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ZIP 파일 HTML 7.3A에 샘
플 코드가 제공되어 있다.

주요 활동 2: 영상 또는 사운드 클립 가져오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어떻게 다른 웹 사이트에서 자기 웹 페이지로 영상이나 사운드 클립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본
다. 7.3.4 IT 생각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라. 만약 학생들이 파트 (b) 응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0을 변경할 때 어떤 일이 일
어나는지 보여 주어라. 그다음으로 7.3.5 IT 생각하기를 함께 토의한다.
학생들이 7.3.6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플래시 게임이나 기타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려 할 수도 있으므
로, 학생들의 작업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조사한 컴퓨팅의 역사 속 중요한 인물에 대한 완결된 웹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는 서버
에 업로드(여건이 허락할 경우)하기 전에, 페이지를 편집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는 7.3.7 IT 컴퓨팅하기에 해당한다.

총정리: 워드 프로세싱 파일을 분해하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HTML 외에도 다른 마크업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자. 어떻게 Open Document Text
(ODT) 파일이 HTML 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 주어라. OT 파일에는 텍스트와 마크업 언어가 한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압축되어 있어서 아카이브를 형성한다. ZIP 파일인 IT 생각하기 7.3A를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고, 읽기 쉬
운 간단한 문서를 보여 주어라. 그다음으로는 IT 생각하기 7.3.3을 더블 클릭하여 다른 문서(IT 생각하기 7.3.3. zip.cpgz)를 생
성하고, 이 문서를 오른쪽 클릭하여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라. 마크업 언어를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생성되는 두 문서는 아래
와 비슷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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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다같이 7.3.8 IT 생각하기를 논의해 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를 편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 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명령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 다양한 표 서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팅의 역사 속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페이지의 기본적인 틀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예시 파일을 가져오고, 웹 페이지에 텍스트 및 이미지, 사운드, 영상 클립을 추가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텍스트, 이미지 등은 항상 페이지의 내용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CSS
를 이용해 페이지의 서식을 지정하고, 각자의 컴퓨팅 영웅에 관련된 다양한 퍼온 자료를 포함할 것이다.
주요 활동 2를 마친 다음 시간이 남으면, 적절한 검사기를 이용해 웹 페이지가 HTML 표준에 맞는지 자기 평가를 하게 한

다. 대부분의 코드 에디터에서 오류는 표시가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는 코드 패키지에 내장 오류 검사기가 없는 경우
http://validator.w3.org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든 코드에 학생들이 만족한 다음에는, 만든 웹 페이지를 여러 브라우저를 사
용해 켜 보게 한다.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애플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를 사용하
여, 페이지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숙제
8단원 예습으로, 학생들에게 게임 컨트롤러 설계를 숙제로 내어 준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게임 컨트롤러를 만
들 수 있을까?

다음 권장 진도
8단원 1차시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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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7.3.1 IT 생각하기/연습 문제 7.3A

7.3.4 IT 생각하기
a) 웹 페이지에 표시될 영상의 크기를 픽셀로 나타낸 것이다. width는 가로 폭, height는 세로 높이이다.
b) 영상 주위에 테두리가 없다는 뜻이다. 0보다 큰 다른 숫자로 바꾸게 된다면 프레임 두께는 두꺼워진다.

7.3.5 IT 생각하기
a) 가져온 콘텐츠는 화면 크기에 맞게, 꽉 차게 표시될 것이다.
b) 가져온 콘텐츠의 크기가 화면 크기에 맞게 변경될 것이다.

7.3.8 IT 생각하기
해당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오픈 포맷을 사용하면 조직 및 기관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더 쉽다. 오픈 포맷은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픈 포맷의 코드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소프트웨어가 오픈 포맷을 읽을 수 있다.
오픈 포맷에는 설명 문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포맷(proprietary format)보다 그 코드를 읽기가 쉽다.
 일부 독점 포맷에는 암호가 걸려 있어 보다 간단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읽기가 어렵다. 반면 오픈 포맷은 누구에게나 접근
이 보장된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오픈 포맷 중에 가장 오래 지속 가능한 것은 잉크와 종이이다. 사람들이 중요한 문서를 인쇄해 두려는 경
향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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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7.3.1 IT 컴퓨팅하기

CSS를 이용하여 페이지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CSS를 이용하여 페이지에

해답: 134페이지

레이아웃과 내용을 분리할 수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 레이아웃과 내용을 분리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

여야 한다.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을 설계 및 개발한다.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
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
과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
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네
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등이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권장 목표

7.3.1 IT 컴퓨팅하기

다양한 HTML 명령어를 이용

(위 참조)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

다양한 HTML 명령어를 이

해답: 134페이지

할 수 있다.

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용할 것을 권장한다.

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
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
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
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
하며, 해답을 수정하여 추가적
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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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권장 목표

7.3.1 IT 컴퓨팅하기

(위 참조)

(위 참조)

기본적인 CSS를 이용할 것

7.3.3 IT 컴퓨팅하기

을 권장한다.

해답: 134페이지

보고용 문구
기본적인 CSS를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권장 목표

7.3.4 IT 생각하기

다른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위 참조)

(위 참조)

다른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

7.3.5 IT 생각하기

퍼올 가져올 때 아이프레임을

를 가져올 때 아이프레임을

7.3.6 IT 컴퓨팅하기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을 것을 권장

해답: 134페이지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정보 기술

가능한 목표

7.3.3 IT 생각하기

적절한 HTML과 CSS를 이용

(위 참조)

(위 참조)

적절한 HTML과 CSS를 이

7.3.6 IT 컴퓨팅하기

하여 웹 페이지를 설계 및 생

용하여 웹 페이지를 설계
KS3, 글머리 기호 8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
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KS3, 글머리 기호 9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
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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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성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성할 수 있다.

Unit 8

HCI 디자인:
모바일 디지털 장치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정보 기술

반복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안다. 같은 문
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체
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
시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
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
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
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
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
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층 파일에 데이터
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안다. 필
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불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
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
용한다는 것을 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
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
다는 것을 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
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
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
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
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
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디지털 기기, 인터
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
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
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정한다.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
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
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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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은 인간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HCI)이 왜 중요한지 알려 주어야 한다.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은 사람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평가 및 구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이며, 또한 이를 둘러싼 주요 현상의 연구이다.
- 미국컴퓨터학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알람, 다양한 스크린 인터페이스의 경우 그중 일부에는 상호 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기기의 설계
와 개발 과정에서 모두 인간과 컴퓨터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는 정확히 HCI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이와 같은 설
계 및 개발 과정은 심리학적 통찰력에 기반해야 하며, 인간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색맹이거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컴퓨터 화면과의 상호 작용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설계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마주할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또한 중요한 점은, 특정 상황에서는 요구되는 중요한 신뢰
성 기준 및 기타 성능·안전성 필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설계에 영향이 발생하게 되며 설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점
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바람직한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WIMP의 사용이 컴퓨터와의 상호 작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HCI를 정의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질문을 설계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을 개선할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휴대 기기의 인터페이스 및 하드웨어가 왜 닮아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좋은 힘이든 나쁜 힘이든, 기술의 변화를 이끈 힘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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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밖에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미술: 그리기, 색칠하기 및 조각을 통해 생각, 경험, 상상력을 발전 및 공유한다.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고, 기능적이며 매력 있는 상품
을 디자인한다. 대화, 그리기, 템플릿, 모형, (해당하는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내고, 발
전시키고, 모델링하고 서로 공유한다.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102~107쪽
연습 문제 8.1A 페르소나 만들기
파워포인트 8.1A 질문지 준비하기

핵심 용어
	Human-Computer Interaction(HCI) (인간-컴퓨터
의 상호 작용)
	WIMP
	Touchscreen(터치스크린)
	Persona(페르소나)
	App(앱)
	Stereotype(고정관념)

강의 노트
시작하기: HCI란?
칠판에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1분을 주면서 이 단어를 볼 때 연상되는 다른 단어를 써 보도록 한다. 이
는 8.1.1 IT 생각하기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2분을 더 주어 각자의 짝과, 또는 조별로 토의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학생들
이 쓴 단어를 모아 칠판에 써 본다. 칠판에 쓰일 단어로는, 유저 인터페이스, 조직, 레이아웃, 색상·텍스트·아이콘 선택, 시스
템 응답, 오류 메시지, 사운드·디스플레이 기능, 제어 등이 있다. HCI를 컴퓨터 게임에 비유할 학생도 많을 것이다.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아라. 앞으로의 세 번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용자층을 대상
으로 휴대 디지털 기기를 설계해 보게 된다.

주요 활동 1: 휴대 전화의 발달
휴대 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분이 오늘날 매일 사용하는 기기의 상당수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
았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HCI에 대해 설명하고, 휴대 전화와 기타 휴대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대해 토의해 본다. 그다음
8.1.2 IT 생각하기, 8.1.3 IT 생각하기, 8.1.4 IT 생각하기, 8.1.5 IT 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8.1.2 IT 생각하기와 8.1.3 IT 생각하기는

반 전체가 함께 토의해 본다. 8.1.4 IT 생각하기와 8.1.5 IT 생각하기는 학생들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조별로 진행할 수 있다. 각 조에 큰 종이 한 장과 여러 색상의 펜을 나눠 주어 생각을 기록하게 하고, 그다음으로는 피드
백을 하여 아이디어를 함께 모으는 것이다.
휴대용 디지털 기기 사용의 외형적 디자인, 효율성, 인체 공학이 유용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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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 특정한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기, 연습 문제 8.1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페르소나와 고정관념에 대해 설명한다. 시간이 있으면 www.bbc.co.uk/news/magazine23497132를 보고, 일상생활과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고정관념이 부정적 편
견과 차별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디자이너를 도울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예시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8.1.6 IT 생각하기를 풀도록 하는데,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 반
은 노인 페르소나를 만들고, 나머지 반은 어린 아이 페르소나를 만들도록 한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연습 문제
8.1A를 이용하여 페르소나를 구성해도 좋다. 학생들이 작업에 충분히 시간을 들인 다음에는 다른 페르소나를 맡은 학생의 작

업과 서로 페르소나를 바꾸게 하고, 2~3분의 시간을 주어 상대방의 페르소나에 코멘트를 달아 보도록 한다. 개선점을 더 추
가할 수 있을까? 그다음으로는 다시 서로 교환하도록 하여, 각 페르소나가 최소한 두 명의 학생들에게 검토받도록 한다.

총정리: 질문지 설계하기, 파워포인트 8.1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사용자층과 직접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강조할 점은 열린 질문이 닫힌 질문보다 더욱 유용하다는 점인데, 열린 질문은 조사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점
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8.1.7 IT 계획하기 및 8.1.8 IT 컴퓨팅하기를 수업에서 조금 해 보고,
남은 부분은 숙제로 해 오게 한다. 파워포인트 8.1A를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과정을 모델링 해 주어라. 학생들은
정보 기록에 최선을 기울여야 하는데, 데이터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숙제
학생들은 숙제로 8.1.7 IT 계획하기 및 8.1.8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해 오게 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형 디지털 기기의 기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여기에 최신·첨

단 기능 역시 추가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미래의 소형 디지털 기기에 포함될 획기적인 디자인 기능 역시 생각해 낼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간단한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관련성과 적절성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완전한 세계관이 곁들여진 자세하고 적절한 페르소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숙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절한 질문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 질문들이 어떻게 적절성을 갖고
집단화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질문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타깃
설정이 잘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8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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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8.1.1 IT 생각하기
다음과 같은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 조직, 레이아웃, 색상·텍스트·아이콘 선택, 시스템 응답, 오류 메시지, 사운드·디스플레이 기능, 제어.

8.1.2 IT 생각하기
소프트웨어가 WIMP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마우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같은 소프트
웨어를 터치스크린 기기에서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작용 방식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오른쪽 클릭은 ‘누른 채로
있기’로 바뀔 수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할 경우, 철자를 변경하려고 문장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터치스크린에 맞게 설계된 소프트웨어라면 레이아웃이나 상호 작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버튼이 다른 위치에 있
기도 할 것이고, 상호 작용 방식이 눈에 덜 띄거나 실행 방법이 보다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8.1.3 IT 생각하기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기기 중 흔한 것으로는 태블릿 컴퓨터, 개인용 정보 단말기(palmtop computer, PDA), 휴대 전화, 위
성 내비게이션 기기, 텔레비전 등이 있다.

8.1.4 IT 생각하기
a) 현재의 디자인은 이전의 디자인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b) 우리가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인체 공학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인터페이스 사용 방식은 해당 인터페이스가
터치스크린인지, 버튼으로 작동되는지, WIMP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c) 여러 조직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으며, 이때 항상 사용자들의 필요 사항을 염두
에 두고 있다(즉, 고객들의 필요 사항을 통해 새로운 기술 설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이 단원의 핵심 요점이다.

8.1.5-8.1.8 IT 생각하기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특정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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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KS1, 글머리 기호 1

정보 기술

필수 목표

8.1.1 IT 생각하기

교실 밖에서 정보 기술을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

HCI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해답: 141페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

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주어진 목적을

한다.

보고용 문구
HCI를 정의할 수 있다.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인
터넷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
츠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
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
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
긴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8.1.2 IT 생각하기

바람직한 모바일 인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바람직한 모바일 인터페이

8.1.3 IT 생각하기

터페이스의 특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등 다양한 입력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스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

8.1.6 IT 계획하기

열거할 수 있다.

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

한다는 것을 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야 한다.

해답: 141페이지

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

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

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지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
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
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
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
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
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
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8.1.6 IT 계획하기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불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질

연습 문제 8.1A

질문을 설계 및 평가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문을 설계 및 평가하고,

8.1.8 IT 컴퓨팅하기

하고, 이를 통해 유용

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

이를 통해 디자인을 개선

한 응답을 이끌어낼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

할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

수 있다.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기를 권장한다.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정보 기술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8.1.7 IT 계획하기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위 참조)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층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효

8.1.8 IT 컴퓨팅하기

효율적인 질문지를

파일에 데이터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보

율적인 질문지를 작성하

연습 문제 8.1A

작성하고, 이를 통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안다. 필터를 사용하

고, 이를 통해 유용한 데

유용한 데이터를 수

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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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어떤 기술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
디자인 최종 결과물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하드웨어 설계 과정의 각 단계를 이해한다.

권장 목표
반복은 효과적인 디자인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화 및 분석하고,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
유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조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
여러 사용자층의 요구 사항을 해결할 때 각 사용자층의 요구 사항 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열린 질문에 대한 응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고, 기능적이며 매력 있는 상품
을 디자인한다. 대화, 그리기, 템플릿, 모형, (해당하는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내고, 발
전시키고, 모델링하고 서로 공유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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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08~109쪽

Prototype(프로토타입)

연습 문제 8.2A 유용성과 숫자 입력

Iteration(반복)

파워포인트 8.2A 키패드 vs 휴대 전화

강의 노트
시작하기: 발견한 것 분석하기
학생들이 숙제로 수집해 온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 아래와 같은 주제로 토론해 보아라.
양적 데이터(아마도 닫힌 질문을 통해 수집했을) 측정에는 어떤 기준이 사용되어야 할까? 전체 합? 평균? 비율?
양적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까? 표? 그래프? 숫자 혹은 퍼센트?
질적 데이터(아마도 열린 질문을 통해 수집했을)는 어떻게 제시하고 분석해야 할까?
학생들이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여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디자인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한다. 만약 발견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나거나 충돌이 생길 경우, 이는 왜 그럴지 이야기해 본다. 인터뷰 피드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발
견한 내용을 통해 소형 디지털 기기의 디자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www.kitepatch.com의 짧은 영상을 틀어 준다. 해당 영상은 또 다른 분야에서의 혁신적 디자인을 보여 준다. ‘컴퓨팅적 사고’

와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1분 26초 부분에 ‘분해’가 언급된다.

주요 활동 1: 미래의 기술 조사하기
도전 과제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 디지털 기기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야기해 준다. 학생들이 휴대 전화의 발달, 또한 그 발달 속도에 관해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언급한다. 미래의 소
형 디지털 기기는 어떠할지 상상해 보게 한다. 학생용 교재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예시가 일부 제시되어 있다. 수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오래되어 보이거나 널리 쓰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어
떤 기술은 널리 퍼지지만 어떤 기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왜 기술 중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이 8.2.1 IT 계획하기를 작성하도록 한다. 6단원에서 배웠던, 웹 검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
법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준다.

주요 활동 2: 프로토타입 만들기
학생들에게 큰 종이, 상자에 쓰이는 판지, 풀, 테이프, 여러 색상의 펜 및 연필을 주고, 8.2.2 IT 컴퓨팅하기를 작성하게 한다. 3
차시에서는 디자인한 것을 테스트하고 한 개 이상의 반복 과정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 단계에서
완성된 제품을 제작하려 하면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는 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사용자의 요구, 미래의 기술)을 실제
제작으로 옮기고 생각을 모델링을 하는 단계이다.
작업 과정 도중에, 학생들이 이전에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한다. 잊고 묻지 않은 질문이 있었
는가? 페르소나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는 8.2.3 IT 생각하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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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파워포인트 8.2A, 연습 문제 8.2A
다같이 8.2.4 IT 생각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이는 파워포인트 8.2A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유용성에 있어서는 키패드의 숫
자 배열과 휴대 전화의 숫자 키 배열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http://www.
howstuffworks.com/question641.htm 그리고 http://www.straightdope.com/columns/read/2019/why-do-telephonekeypads-count-from-the-top-down-while-calculators-count-from-the-bottom-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가로(만약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위의 활동 대신) 연습 문제 8.2A를 할 수 있다. 이는 훨씬 상호 작용 형태의 성격이 강한 활
동이다.
어떤 학습 활동을 택하든, 본 총정리 부분의 목표는 9단원 학습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다. 9단원에서는 운영 체제 인터
페이스를 설계하게 된다. 학생들은 하드웨어 설계와 인터페이스 설계가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 둘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 전화/소형 디지털 기기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이 디자인을 반복하기 위하여 피
드백을 참고하고 작업을 재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조사를 통해 디자인을 구성하고 기기 디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이다.

숙제
숙제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해 와야 한다.

다음 권장 진도
8단원 3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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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8.2.2 IT 컴퓨팅하기

하드웨어 설계 과정의 각 단계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

불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

하드웨어 설계 과정의 각

8.2.3 IT 생각하기

를 이해한다.

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

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단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적인 프 로젝트를 착수한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

한다.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알고리즘

권장 목표

8.2.2 IT 컴퓨팅하기

반복은 효과적인 디자인의 핵

(위 참조)

반복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

반복은 효과적인 디자인의

8.2.3 IT 생각하기

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한다.

이하는 것임을 안다. 같은 문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할

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

수 있다.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화
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
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8.2.2 IT 컴퓨팅하기

조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

(위 참조)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조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8.2.3 IT 생각하기

하여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

사용하여 디자인을 구성할

용한다는 점을 안다. 비트 패턴

수 있다.

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다
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안다. 이진법
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
제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한
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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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미래의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어떻게 미래의 기술을 이용해 주어진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사고해 본다.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간단한 기기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디자인 최종물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권장 목표
상세한 특징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만족하기 위하여 수정된 프로토타입을 반복하여 만들 수 있다.
페르소나에 기반하여 상세한 요구 사항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페르소나에 기반하여 상세한 요구 사항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사용해 디자인 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만족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다.
반복 개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계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고, 기능적이며 매력 있는 상품
을 디자인한다. 대화, 그리기, 템플릿, 모형, (해당하는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내고, 발
전시키고, 모델링하고 서로 공유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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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110~111쪽
연습 문제 8.3A 프로토타입 평가하기
파워포인트 8.3B 일반화

강의 노트
시작하기: 디자인 과정 중 한 부분으로서의 반복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디자인 과정 중 한 부분으로서의 반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아라. 학생들이 최종 배지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 배지에 대한 디자이너의 평가에 학생들이 동의하는가? 반복적인 디자인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
다는 점, 즉 논리적이거나 미리 결정되어 있고 ‘올바른’ 단계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빙빙 돌거나 갑자기 해결책
이 보이는 과정이며,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디자이너가 겪는 과정이 모두 다르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시간이 충분할 경우, 6분 길이의 본 영상 일부 혹은 전부를 보여줘도 좋다. 본 영상에서는 비디오 게
임 기획자가 디자인 과정에서의 반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www.youtube.com/watch?v=Lk5jgCydK2g&feature=youtu.be&t=15s

주요 활동 1: 반복 적용하기, 연습 문제 8.3A
이제 학생들이 만든 소형 디지털 기기의 프로토타입을 검사하고, 피드백을 평가하여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 차례이다. 이
는 8.3.1 IT 컴퓨팅하기에 해당하며, 연습 문제 8.3A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기기의 대상 사용자층이 검사해 보면 가장 좋
지만, 학교 수업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 대신, 학생들은 동일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기기를 디자인
하는 다른 학생과 서로의 작업물을 바꾸고, 그 상대 학생이 노인이나 어린아이 등의 사용자인 척하는 것이다. 사용자 캐릭터
에 몰입하려면 사용자 페르소나를 만들었던 경험과 질문지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떠올려야 한다.
해당 활동의 각 단계에 시간 제한을 확실하게 두어 학생들이 이 과정을 최소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게 한다(8.3.2 IT 컴퓨팅하
기). 시간 내에 활동을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종종 경쟁 시합(‘Ordnance Survey GeoVation’ 등)

에 참가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받으려 하며, 이때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에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
조별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3~4명이 한 조가 되고, 각 조별로 동일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다른 팀
의 디자인을 골라 검사해 볼 수도 있지만, 평가는 자기 조의 프로토타입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프로토타입
은 팀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두 조가 서로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바꿔 검사해서, 세 번째 프로토
타입을 만든다. 조별로 구성원 한 두 명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각 프로토타입 단계 간 어떤 변화가 발생
했으며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한다.

주요 활동 2: 최종 디자인 제시하기
8.3.3 IT 컴퓨팅하기를 수업 시간에 시작하고, 남은 부분은 숙제로 해 오도록 한다.

총정리: 일반화, 파워포인트 8.3A
파워포인트 8.3A를 이용하여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 개념인 일반화에 대해, 그리고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컴퓨팅 및 다른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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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여러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일반화된 개념으로
서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

숙제
8.3.1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과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간단한 기기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상세한 특징 목록을 작성하고 수정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요구 사
항에 만족해야 하고, 페르소나와 제품 기능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 줄 만큼 상세해 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페르소나에 기반
해 상세한 요구 사항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프로토타입은 각 단계에서 평가 및 수정되어야 하고, 프로토타
입을 통해 각 특징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만족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권장 진도
9단원 1차시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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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필수 목표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

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간단한 기기 디자인을 할

적인 프 로젝트를 착수한

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

수 있어야 한다.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8.3.1 IT 컴퓨팅하기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간
단한 기기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
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
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세한 특징 목록을 작성할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8.3.1 IT 컴퓨팅하기

상세한 특징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
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
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
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
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권장 목표

8.3.1 IT 컴퓨팅하기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만족하

(위 참조)

(위 참조)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만족

8.3.2 IT 컴퓨팅하기

기 위하여 수정된 프로토타입

하기 위하여 수정된 프로

8.3.3 IT 컴퓨팅하기

을 반복하여 만들 수 있다.

토타입을 반복하여 만들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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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가능한 목표

8.3.1 IT 컴퓨팅하기

페르소나에 기반하여 상세한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페르소나에 기반하여 상세

8.3.2 IT 컴퓨팅하기

요구 사항 분석을 진행하고,

여 복수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한 요구 사항 분석을 진행하

8.3.3 IT 컴퓨팅하기

이를 사용해 디자인 표준에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

고, 이를 사용해 디자인 표

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

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
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
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
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
이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
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정
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가능한 목표

8.3.1 IT 컴퓨팅하기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만족

(위 참조)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만

8.3.2 IT 컴퓨팅하기

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평가

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족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8.3.3 IT 컴퓨팅하기

및 수정할 수 있다.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다.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
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
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
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
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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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정보 기술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주요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

기능을 이해한다. 물리적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안다.

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

명령-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

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파악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
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
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
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
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1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운영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게 되며, 여러분은 운영 체제와 그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운영 체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분야의 현재 및 미래의 예상 추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BBC 클
릭(www.bbc.co.uk/programmes/n13xtmd5)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다양한 운영 체제를 통해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인지한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설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운영 체제의 기본 특징을 이해한다.
기초적인 운영 체제의 사용자 요구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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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목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설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왜 다른 특성보다 이 특성을 비교적 선호하는지, 선호도가 떨어
지는 특성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운영 체제 간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을 비롯하여, 다양한 운영 체제를 비교할 수 있다.
	다양한 운영 체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만족하기 위하여 운영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GUI라고 모두 WIMP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다.
시스템 유용성 척도(SUS)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를 평가하고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다양한 운영 체제의 특성과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
운영 체제에 대해 적절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미술: 그리기, 색칠하기 및 조각을 통해 생각, 경험, 상상력을 발전 및 공유한다.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고, 기능적이며 매력 있는 상품
을 디자인한다. 대화, 그리기, 템플릿, 모형, (해당하는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내고, 발
전시키고, 모델링하고 서로 공유한다.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12~115쪽

Operating system(운영 체제)

연습 문제 9.1A 시스템 유용성 척도

User interface(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습 문제 9.1B 시간에 따른 변화

Graphical User Interface(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의 노트
시작하기: 컴퓨터 사용
본 차시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주고 이 단원의 도전 과제(8단원에서 설계한 소형 디지털 기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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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운영 체제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하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물어본다.
각자 이용하는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세 가지가 무엇인지, 또 해당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다같이 이야기해 보아라.

주요 활동 1: 운영 체제란 무엇이며, 인터페이스는 무엇일까?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운영 체제와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아라. 9.1.1 IT 생각하기를 학급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
고, 만약 여건이 된다면 다양한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 여러 대를 살펴보게 한다. 운영 체제란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
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운영 체제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버전은 여러 개 있음) 및 리눅스(Linux): PC 상에 설치됨
우분투(Ubuntu): 랩톱에서 종종 사용되는 리눅스 기반의 OS
OS X: 애플 맥(Apple Mac)에서 사용됨
안드로이드(Android): 휴대 전화 및 태블릿에서 사용됨
iOS: 애플사의 휴대 전화 및 태블릿에서 사용됨

주요 활동 2: 운영 체제의 접근성 및 유용성, 연습 문제 9.1A
9.1.2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두 명씩 조를 이루어 학교의 컴퓨터, 랩톱 및 태블릿을 살펴볼 수 있다. 보충 활동으

로는 연습 문제 9.1A가 있다. 시스템 유용성 척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measuringusability.com/sus.php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발견한 점을 발표해 보게 한다.

총정리
www.webdesignerdepot.com/2009/03/operating-system-interface-design-between-1981-2009 에서(9.1.3 IT 컴퓨
팅하기)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설계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게 한다. 연습 문제 9.1B에는 생각을 도울 웹 링크

와 질문이 제공되어 있다.

숙제
본 수업에는 숙제가 없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운영 체제와 그 특징 중 일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두 개 이상

의 운영 체제와 그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 운영 체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언급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운영 체
제, 그 차이점 및 공통점을 언급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9.1.2 IT 컴퓨팅하기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

은 SUS 값을 계산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운영 체제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학
생들은 운영 체제의 각 특징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9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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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9.1.1 IT 생각하기

운영 체제의 기본 특징을 이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운영 체제의 기본 특징을

9.1.2 IT 컴퓨팅하기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주요 기

이해하여야 한다.

9.1.3 IT 컴퓨팅하기

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

능을 이해한다. 물리적 네트워

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

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

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

트워크의 차이점을 안다.

9.1.2 IT 컴퓨팅하기

지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기초적인 운영 체제의 사용자

요구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요구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기초적인 운영 체제의 사용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9.1.1 IT 생각하기

다양한 운영 체제의 특성을 이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운영 체제의 특성을

9.1.2 IT 컴퓨팅하기

해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권장

9.1.3 IT 컴퓨팅하기

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9.1.1 IT 생각하기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만족하기

(위 참조)

(위 참조)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만족하

9.1.2 IT 컴퓨팅하기

위하여 운영 체제의 특징을 설

기 위하여 운영 체제의 특

9.1.3 IT 컴퓨팅하기

명할 수 있다.

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을
정보 기술

권장한다.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
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
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
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
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
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
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가능한 목표

9.1.1 IT 생각하기

다양한 운영 체제의 특성과 그

(위 참조)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다양한 운영 체제의 특성과

9.1.2 IT 컴퓨팅하기

필요성을 이해한다.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인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9.1.3 IT 컴퓨팅하기

출-실행 주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
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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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8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가능한 목표

9.1.1 IT 생각하기

운영 체제에 대해 사용자의 요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위 참조)

운영 체제에 대해 적절한

9.1.2 IT 컴퓨팅하기

구에 만족할 수 있다.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9.1.3 IT 컴퓨팅하기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
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정보 기술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위 참조)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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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만족할 수 있다.

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사용자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착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며, 사용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한다.
기초적인 운영 체제를 통해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권장 목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사용자층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을 고려할 줄 안다.
운영 체제의 기본 특징과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포함하는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사용자층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 및 기술적 상호 작용 방식을 고려한다.
와이어프레임의 과제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구조를 적절하게 설계 및 설명할 수 있으며, 해당 구조는 다양한 특징과 내비게이션을 포함함을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미술: 그리기, 색칠하기 및 조각을 통해 생각, 경험, 상상력을 발전 및 공유한다.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고, 기능적이며 매력 있는 상품
을 디자인한다. 대화, 그리기, 템플릿, 모형, (해당하는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내고, 발
전시키고, 모델링하고 서로 공유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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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116~117쪽

핵심 용어
Wireframe(와이어프레임)

연습 문제 9.2A 유용성
연습 문제 9.2B 과제 분석
영상 9.2A 관찰 조사

강의 노트
시작하기: 수업 소개하기
본 수업이 매우 상호 활동적이고 대화식 수업이라는 점, 또한 소형 디지털 기기 운영 체제의 인터페이스를 각자 본격적으로 설
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8단원에서의 디자인 경험과 지난 시간에 배운,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끌어내어야 한다. 이미 지난 시간에 완성했던 연습 문제 9.1B로 돌아가서, 운영 체제에는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다는 것
을 이야기한다. 제대로 설계된 운영 체제는 사용자와 기기의 신체적 상호 작용(버튼 누르기, 제스처, 목소리 등)이 어떤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해당 인터페이스가 이러한 입력 방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
라. 인터페이스의 구성 방식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한다.

주요 활동 1: 사용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연습 문제 9.2A
9.2.1 IT 생각하기와 9.2.2 IT 계획하기를 진행한다. 연습 문제 9.2A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8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

사용자층이 같은 다른 학생들이 평가 과정(9.2.3 IT 계획하기)에서 실제 사용자들 대신 평가를 맡게 된다.
9.2.4 IT 계획하기로 넘어가기 전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 교실에 있는 컴퓨터와 교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어볼 수도

있다. 음성 인식과 터치 및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는, 9.2.4 IT 계획하기를 완성한 다음
문제에서 찾아낸 답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칠판에 키워드를 써서, 남은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생각이 미래의 기
술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주요 활동 2: 와이어프레임 만들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와이어프레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와이어프레임 그림을 자세히 보게 한다.
아래의 질문을 할 수 있다.
1. 각 스크린(screen)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왜 홈 스크린에는 버튼이 2개밖에 없는가?
3. 어떻게 각 스크린이 앱에 들어맞을 수 있는가?
4.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무엇인가?
5. 각 스크린은 어떤 일을 하는가?
6. 각 스크린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스크린에 연결되는가?
7. 와이어프레임의 여러 요소(콘텐츠, 링크, 위젯)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8. 와이어프레임은 사용자의 만족도와 상업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링크,
상호 작용을 사용하는가?
9. 와이어프레임은 어떤 모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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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다.
1. 스크린 상에서 이동되어야 할 것이 있다.
2. 사용자에게 눈에 더 띄어야 하는 것이 있다.
3. 현재 위치 대신 메인 콘텐츠 구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4. 텍스트 및 이미지가 너무 많거나 충분하지 않다.
5. 빠진 것이 있다.
6. 헷갈리는 것이 있다.
7. 특정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어떻게 선택할지 알 수 없다.
그다음으로는 학생들이 9.2.5 IT 컴퓨팅하기를 작성하도록 한다. 와이어프레임은 종이에 연필로, 파워포인트로, 또는 http://
balsamiq.com 또는 www.gomockingbird.com 등의 온라인 제작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총정리: 검사 대비하기, 영상 9.2A, 연습 문제 9.2B
제품의 대상 사용자층 구성원들이 직접 학생들의 와이어프레임을 검사해 보면 가장 좋다. 이를 통해 학생용 교재의 9단원 3차
시을 총정리 부분에서 미리 살펴보는 것이다. 8단원에서 배웠던 검사, 평가, 반복 주기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하드웨어에서
이 방법이 유용했듯 소프트웨어에서도 검사, 평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다음으로는 학생용 교재를 이
용하여 관찰 조사와 과제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영상 9.2A는 관찰 조사를 행동에 옮기는 내용의 짧은 영상이다. 숙제로 9.3.1
IT 컴퓨팅하기의 파트 (a)를 내어 준다. 연습 문제 9.2B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숙제
9.3.1 IT 컴퓨팅하기의 파트 (a)를 해 오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여러 기능을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경로
(navigation path)와 그 방법이 포함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방법에 기반하여 인터페이스에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9단원 3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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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KS3, 글머리 기호 5

정보 기술

필수 목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

기초적인 운영 체제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어

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

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

야 한다.

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

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지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9.2.5 IT 컴퓨팅하기

보고용 문구
기본적인 운영 체제 필요 사항
을 파악할 수 있다.

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
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
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
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정보 기술

권장 목표

9.2.1 IT 생각하기

운영 체제의 기본 특징과 내비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 체제의 기본 특징과 내

9.2.2 IT 계획하기

게이션을 식별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비게이션을 포함하는 와이

9.2.3 IT 계획하기

KS3, 글머리 기호 8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어프레임을 생성할 것을 권

9.2.4 IT 계획하기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

장한다.

9.2.5 IT 컴퓨팅하기

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

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

적인 프 로젝트를 착수한

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
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정보 기술

가능한 목표

9.2.1 IT 생각하기

운영 체제의 구조를 적절하게

(위 참조)

(위 참조)

운영 체제의 구조를 적절하

9.2.2 IT 계획하기

설계 및 설명할 수 있으며, 해

게 설계 및 설명할 수 있으

9.2.3 IT 계획하기

당 구조는 다양한 특징과 내비

KS3, 글머리 기호 8

며, 해당 구조는 다양한 특징

9.2.4 IT 계획하기

게이션을 포함한다.

(위 참조)

과 내비게이션을 포함한다.

9.2.5 IT 컴퓨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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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사용자층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완수하고자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의 목적에 만족하도록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며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과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수
정을 가할 수 있다.
	운영 체제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UI 설계 시 사용자층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과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일부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사용자의 목적에 만족하도록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며, 사용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 UI 기능과 내
비게이션을 포함하는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운영 체제의 주된 기능을 설명하며 사용자의 필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UI 설계 시 사용자층의 요구 사항과 기술적 상호 작용 방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과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일부 수
정을 가할 수 있다.
	운영 체제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며 사용자의 필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방문자들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미술: 그리기, 색칠하기 및 조각을 통해 생각, 경험, 상상력을 발전 및 공유한다.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고, 기능적이며 매력 있는 상품
을 디자인한다. 대화, 그리기, 템플릿, 모형, (해당하는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생각을 만들어 내고, 발
전시키고, 모델링하고 서로 공유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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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18~119쪽

Iteration(반복)

영상 9.2A 관찰 조사

Task analysis(과제 분석)

강의 노트
시작하기: 관찰 조사
학생들이 숙제로 관찰 과제 분석 조사를 해 왔다면 과제를 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잘된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잘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과제 분석의 결과로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는가?
학생들이 숙제로 관찰 조사를 해 오지 못했다면,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해당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영상 9.2A를 보여 주어라.
그다음으로 9.3.1 IT 컴퓨팅하기의 파트 (a)를 완성하게 한다. 동일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있는 다른 학생과 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그 학생이 실제 사용자층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상으로 본 수업은 8단원 3차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앞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본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는가? 만
약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

주요 활동 1: 키패드 디자인, 연습 문제 8.2A
8단원에서 연습 문제 8.2A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해당 학습 활동을 사용하여 디자인이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한다. 유용성은 하드웨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하드웨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
인은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다시 이 단원의 도전 과제에 연결시키자.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8단원에서 만든 휴
대 소형 기기의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일이다. 설계 과정에서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가능하게 될지, 또 특정 사용
자층의 필요 사항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주요 활동 2: 반복 적용하기
9.3.1 IT 컴퓨팅하기의 파트 (b)와 9.3.2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8단원 차시 3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이 사용자 역

할을 맡고, 캐릭터에 몰입해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페르소나 제작 경험 및 그동안 진행한 관련 조사 경
험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사, 평가 및 반복 과정의 각 단계에 시간 제한을 두어 학생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이는 8단원 3차시와 마찬가지로 조별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3~4명이 한 조가 되고, 각 조별로 동일한 사용자층을 대상으
로 디자인한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팀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그다음으로 두 조가 서로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바
꿔 검사해서, 세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조별로 구성원 한두 명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각 프로토타
입 단계 간 어떤 변화가 발생했으며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한다.

총정리: 최종 결과물 제시하기
9.3.3 IT 컴퓨팅하기를 수업 시간에 시작하고, 남은 부분은 숙제로 해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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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9.3.3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해 오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 학습 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같은 작업이라도 시스템마다 그 효율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포함될 키패드 디자인에 관하여, 일반화된 개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는, 대부분 디자인에 다소 수정을 가하여(예를 들면 배경 화면 색상을 바꾸는 등) 기본적인 판매 홍보물을 제

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디자인에 다방면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만족하는 홍보물을 만들 것이다. 일
부 학생들은 디자인에 폭넓은 수정을 가하고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려하며, 조사에 기반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 권장 진도
10단원 1차시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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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운영 체제 디자인의 주요

자인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명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있다.

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

령-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

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

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

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

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지한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

9.3.3 IT 컴퓨팅하기

자신이 설계한 운영 체제 디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8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
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
적인 프 로젝트를 착수한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9.3.1 IT 컴퓨팅하기

자신이 설계한 운영 체제의 주

(위 참조)

(위 참조)

운영 체제의 주된 기능을 설

9.3.2 IT 컴퓨팅하기

된 기능을 설명하며, 사용자의

명하며 사용자의 필요 사항

9.3.3 IT 컴퓨팅하기

필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정보 기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

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
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
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
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
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
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
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가능한 목표

9.3.1 IT 컴퓨팅하기

자신이 설계한 운영 체제의 다

(위 참조)

(위 참조)

운영 체제의 다양한 기능을

9.3.2 IT 컴퓨팅하기

양한 기능을 설명하며 사용자

설명하며 사용자의 필요 사항

9.3.3 IT 컴퓨팅하기

의 필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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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
(위 참조)

을 고 려할 수 있다

Unit 10

이미지 표현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파일 크기에의 영향을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알 수 있다.

1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1비트(0과 1이라는 두 가지 옵션)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표시할 때 이진법
과 픽셀이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래의 온라인 소
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지가 1비트 색심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Make Pixel Art: http://makepixelart.com/free (iOS 및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 가능)
Piq: http://piq.codeus.net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는 색심도가 이미지의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다양한 색상이 모두 이진법을 통해 구현 가능해진
다는 점을 알게 된다. BMP 파일과 이르판뷰(IrfanView; www.irfanview.com)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
는데, 이를 사용하면 색심도를 바꿀 때 파일 크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경우, 학습 지도 전 미리 이 점을 확인해 둬야 한다. JPEG에 사용되는 압축 기술은 파일 크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르판뷰에서 색심도를 바꾸려면, 이미지를 열고 툴바의 ‘이미지(Image)’를 클릭한 다음, ‘색상 수 줄이기(Reduce
colour depth)’를 눌러 필요한 색상 수를 입력하면 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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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필수 목표
1비트 색상으로 픽셀 그리드(격자)에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
이미지의 색심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때 이미지 품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이진 코드를 사용해 픽셀 그리드에서 1비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미지의 색심도가 감소했을 때 파일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연속적인 이진 비트열에서 1비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색심도에 따라 각각 몇 개의 색상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지 인지하여라.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인지하여라.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하여라.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법
	미술: 모자이크와 픽셀 아트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20~123쪽

Pixel(픽셀 화소)

연습 문제 10.1A 1비트 이진 게임 캐릭터(핵심)

Pixelated(픽셀화)

연습 문제 10.1B 1비트 이진 게임 캐릭터(보충)

Colour depth(색심도)

연습 문제 10.1C 색심도
PNG 10.1A 샘플 PNG 이미지

강의 노트
시작하기: 로마의 모자이크 그림과 픽셀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고 이미지를 포토샵, 이르판뷰 또는 다른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연다. ‘이미지를 확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해 본다. 이미지를 확대할수록 그림이 깨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까이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개별 픽셀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픽셀과 픽셀화된 이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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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1비트 이미지 재현하기, 연습 문제 10.1A 및 10.1B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서, 이진법을 사용해 픽셀 색상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10.1.1 IT 컴퓨터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정사각형 픽셀 격자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진 수열에 있는 비트의 전체 수를 먼저 세고, 그다음으로 그 숫자의 제곱근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484비트가 있으면
ß
'      
484=22이므로,
해당 격자는 22 × 22이고, 가로가 22줄, 세로가 22줄일 것이다. 10.1.1 IT 컴퓨팅하기는 서로 다른 두 연습 문
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0.1A에는 이진 코드가 여러 줄로 제공되어 있고, 연습 문제 10.1B에는 한 단계 더 나아
가 이진 코드가 삽입된 11 × 11 격자가 제공되어 있다.

주요 활동 2: 색심도, 연습 문제 10.1C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색심도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는 1단원 2차시, 그중 1.2.4 IT 컴퓨팅하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비트의 수가 이진수 조합의 수를 결정한다는 점을 배웠으며,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색상의 수 역시
비트의 수에 좌우된다. 만약 1단원에서 학생들이 해당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보충 활동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1.2D를 지
금 진행해도 좋다. 10.1.2 IT 생각하기에 대해 다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 학생들이 10.1.3 IT 컴퓨팅하기를 작성하게 한다.
연습 문제 10.1C는 이를 보충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사진 PNG 10.1A를 본 학습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성된 연습 문제

를 통해 색심도가 컴퓨터 파일의 외관과 크기를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는 앞으로의 그래픽 및 사진 작업에 있어
유용한 참고 도구가 될 것이다. 해당 연습 문제에는 진도가 빠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확장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총정리: 3200억 픽셀 사진
10.1.4 IT 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도 있다. 파일 사이즈가 크다는 것
인가, 아니면 색심도, 또는 픽셀수가 많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쇄된 이미지의 실제 크기를 가리키는 것인가? 큰 포스터의 이
미지가 그 해상도가 낮을 경우, 이 이미지는 실제 크기는 크지만 파일 크기는 작을 것이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실제 인쇄된 크
기가 작더라도 그 파일 크기는 클 것이다. ‘가장 큰 디지털 사진’ 기록은 현재 계속 경신되고 있다. 이 글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2012년에 찍힌 런던의 파노라마 뷰 사진이 현재 그 최대 사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3200억 픽셀(3200기가 픽
셀)로 구성되어 있다. 48,640개의 각기 다른 사진이 한 장의 큰 사진으로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진이 인쇄된
다면 그 크기는 98 × 24미터로, 이는 버킹엄 궁전의 크기에 해당한다.
다른 대형 디지털 이미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나사(NASA)의 큐리오시티 로버(Curiosity Rover)가 찍은 13억 픽셀짜리 화성 사진: http://mars.nasa.gov/
multimedia/interactives/billionpixel

 제브라피시(zebrafish) 배아의 281 기가 픽셀짜리 전자 현미경 사진: http://v.jcb-dataviewer.glencoesoftware.com/
webclient/img_detail/201

 상하이 스카이라인을 찍은 272 기가 픽셀 사진: http://gigapan.com/gigapans/66626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31 기가 픽셀 사진: www.obeng.ch/GigaPanos/default.asp
학생들이 위의 이미지를 확대해 보고, 이 이미지와 수업에서 사용한 다른 이미지 간의 차이를 찾아보도록 한다.

숙제
숙제로 다른 대형 이미지(실제 인쇄된 크기 또는 파일 크기를 기준으로)를 더 찾아오게 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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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트맵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스프레드시트 또는 다른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재현하고 이진법으로 또다른 적절한 이미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상당히 복잡
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를 진행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색심도에 따라 이미지

에 몇 가지 색상이 사용될 수 있는지, 색심도가 이미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
는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
터는 이진법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파일 유형에 대해 색
심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파일 유형을 각각 어떻게 사용하여야 적절한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학습
10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10.1.1 IT 컴퓨팅하기, 연습 문제 10.1A 및 10.1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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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IT 생각하기
4비트 16색
8비트 256색
24비트 16,777,216색

10.1.3 IT 컴퓨팅하기, 연습 문제 10.1C
1. 실제 파일 크기와 픽셀 수는 선택한 이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한 비트 수는 아래와 같다.
		

256색

8비트

		

64색

6비트

		

32색

5비트

		

16색

4비트

		

8색

3비트

		

4색

2비트

6,000kB (대략)

3,000kB (대략)
750kB (대략)

위에서 볼 수 있듯 파일 크기는 색상 수가 줄어듦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픽셀수는 바뀌지 않는다.
2. (연습 문제): 224 = 16,777,216. 인간의 눈은 10억 개 내외의 색밖에 구분하지 못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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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0.1.1 IT 컴퓨팅하기

1비트 색상으로 그리드에서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

1비트 색상으로 픽셀 그리

해답: 168페이지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

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

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한

드에서 이미지를 재현할 수

되는지 인지한다.

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

있어야 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

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가 데이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

인지한다.

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
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0.1.2 IT 생각하기

이미지의 색심도를 낮출 수 있

(위 참조)

(위 참조)

이미지의 색심도를 낮출 수

해답: 169페이지

으며, 이때 이미지 품질 변화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있으며, 이때 이미지 품질

를 예측할 수 있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10.1.1 IT 컴퓨팅하기

이진 코드를 사용해 1비트 이미

(위 참조)

(위 참조)

이진 코드를 사용해 픽셀 그

해답: 168페이지

지를 생성할 수 있다.

리드에서 1비트 이미지를 생
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10.1.2 IT 생각하기

이미지의 색심도가 감소했을

(위 참조)

(위 참조)

이미지의 색심도가 감소했을

10.1.4 IT 생각하기

때 파일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때 파일 크기 변화를 예측할

해답: 169페이지

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수 있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10.1.2 IT 생각하기

연속적인 이진 비트열에서 1비

(위 참조)

(위 참조)

연속적인 이진 비트열에서

해답: 169페이지

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1비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10.1.2 IT 생각하기

색심도에 따라 각각 몇 개의 색

(위 참조)

(위 참조)

색심도에 따라 각각 몇 개의

10.1.4 IT 생각하기

상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다.

색상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해답: 169페이지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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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차시

알아두기
본 학습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색심도, 이미지 품질 및 파일 크기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가로 및 세로의 픽셀 수가 곧 화면 해상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벡터 이미지 및 비트맵 이미지에 속하는 다양한 이미지 형식을 인식한다.

권장 목표
다양한 파일 형식의 이점과 그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픽셀 밀도’라는 용어의 뜻을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각 이미지 파일 형식의 이점과 한계점을 알 수 있다.
무손실 압축 및 손실 압축을 인지한다.
이미지나 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해상도, 색심도, 화면 크기, 픽셀 밀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법
미술: 픽셀 아트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24~127쪽

Resolution(해상도)

엑셀 10.2A 색상 해상도

Pixel density(픽셀 밀도·화소 밀도)

PNG 10.2A 샘플 사진

Retina display(레티나 디스플레이)

PNG 10.2B 샘플 작품

Bitmap images(비트맵 이미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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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0.2A 이미지 파일 형식

Vector images(벡터 이미지)

인터랙티브 10.2A 비트맵 vs 벡터

Compression(압축)

강의 노트
시작하기: 색상 해상도와 색심도, 스프레드시트 10.2A
학생들이 엑셀 10.2A 파일을 각각 가지고 있게 한다. 그다음 파일을 여는데, ‘매크로 활성화(Enable Macros)’를 선택해야 한
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2개의 숫자로 되어 있으며, 가로 픽셀 수를 세로 픽셀 수에 곱한 것이 바로 이미지 해상도라는 점을 설
명한다. 스프레드시트의 이미지는 가로 45픽셀 그리고 세로 30픽셀, 즉 45 × 30픽셀이다.
첫 번째 연습 문제에서, 이미지 아래의 색상 키를 사용해 셀에 이진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그러면 색상이 변경될 것이다. 두 번
째 연습 문제는 첫 번째 이미지의 거울상에 해당하지만, 이 파일은 편집이 불가능한 파일이다. 같은 이미지 해상도가 작은 화면
에서 더 선명해 보인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세 번째 연습 문제(이미지 전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두 1로 시작한
다)를 통하여 파일을 다시 불러올 때마다 학생들이 입력한 이진 데이터에 어떤 변화가 적용되는지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물체(차, 집, 개 그림,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를 하나 그려 보게 한다.
본 학습 활동의 목적은 저해상도 이미지가 작게 표시될 때는 분명하지만, 이미지가 확대되면 곧바로 픽셀화된다는 점을 보이
는 것이다.

주요 활동 1: 해상도와 픽셀 밀도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해상도에 대해 설명한다. 해상도란 이미지의 해상도 및 화면의 해상도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미지가 좋은 품질로 표시되게 된다. 해상도가 다를 때 화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주려
면, 구글 크롬의 창 크기 조정(Resize Window) 툴을 다운받아서 해상도와 화면 종횡비가 다를 때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줄 수 있다. 1024 × 768부터 시작해 본다. 10.2.1 IT 생각하기와 10.2.2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10.2.2 IT 생각하기의 경우, 영
화 슈퍼배드 2(Despicable Me 2)의 트레일러 영상 등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좋다.

주요 활동 2: 비트맵 파일 형식, IT 컴퓨팅하기 10.2A, IT 컴퓨팅하기 10.2B, 연습 문제 10.2A
10.2.3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PNG 10.2A와 10.2B 두 장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 연습 문제 10.2A

는 보충 활동에 해당하며, 보다 일찍 마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확장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형식으로 이미 변환된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총정리: 비트맵 vs 벡터, 인터랙티브 10.2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벡터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으로 인터랙티브 10.2A의 앞부분을 이용하여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차이를 보여 준다.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되었을 때 픽셀화되는 반면 벡터 이미지는 확대되어도 그대로 유지된
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다같이, 혹은 학생 각자, 인터랙티브 10.2A를 끝마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로고는 왜 벡터 이미지로 만드는 게 좋을지 질문해 보면서 수업을 마치기로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로고는 여러
사이즈로 확대되거나 축소되기 마련이고, 이때 이미지 품질이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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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이번 수업에는 숙제가 없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상도와 선명도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저해상도 이미지도 화면

에 작게 표시될 경우 선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화면 해상도와 이미지 해상도 간의 관계를 알며, 고
해상도 이미지가 저해상도 화면에서 표시될 경우 이미지 품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은 특정한 파일 유형에서 지

원되는 해상도가 다른 파일 유형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손실/무손실 압축이라는 개념과
저장된 이미지에 손실/무손실 압축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손실 압축 형식 중 일부에서 다른 형식
에서보다 손실이 덜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0단원 3 차시

정답 및 풀이
10.2.2 IT 생각하기
영상을 저해상도 버전과 고해상도 버전으로 재생할 때, 화면 크기가 작으면 둘 다 괜찮지만, 큰 화면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저
해상도 버전은 심하게 픽셀화된다. 고해상도 버전은 큰 화면에서 재생해도 픽셀화 정도가 덜하다.

10.2.3 IT 컴퓨팅하기 / 연습 문제 10.2A
파일 형식마다 그 크기는 다르다. PNG와 JPEG 파일의 품질은 사진의 경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제와 거의 동일하다. 저
해상도 사진의 경우 PNG 파일이 더 낫지만, 해상도가 크면 JPEG 파일이 더 나은데, 이는 JPEG 파일이 사용하는 손실 압축 방식
때문이다. JPEG는 PNG에 비해 파일 크기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특히 작은 사진이 고압축(high compression)될 때 그
렇다. GIF 형식은 보통 그래픽 이미지나 동영상에 쓰인다. GIF는 8비트 색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GIF로 이미지를 저장하면
사진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JPEG는 이 중 투명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파일 형식이다.

연습 문제 10.2A
아래와 같은 답이 일반적이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각 해상도에 대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 JPEG
b) JPEG
c) PNG
d) JPEG
e) GIF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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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0.2.1 IT 생각하기

색심도, 이미지 품질 및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색심도, 이미지 품질 및 파

10.2.2 IT 생각하기

파일 크기 사이의 관계를

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

일 크기 사이의 관계를 알

10.2.3 IT 컴퓨팅하기

알 수 있다.

되는지 인지한다.

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73페이지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

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

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컴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

인지한다.

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데이터 유형
(실제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
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
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
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여 간
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
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파일
크기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
조를 구별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
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
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프로그
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0.2.1 IT 생각하기

다양한 이미지 형식을 인

(위 참조)

(위 참조)

벡터 이미지 및 비트맵 이미

10.2.2 IT 생각하기

식한다.

지에 속하는 다양한 이미지

10.2.3 IT 컴퓨팅하기

형식을 인식하여야 한다.

해답: 173페이지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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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10.2.1 IT 생각하기

다양한 파일 형식의 이점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파일 형식의 이점과

10.2.2 IT 생각하기

과 그 용도를 설명할 수

그 용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10.2.3 IT 컴퓨팅하기

있다.

권장한다.

해답: 173페이지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10.2.1 IT 생각하기

이미지나 영상의 품질에

(위 참조)

(위 참조)

이미지나 영상의 품질에 영향

10.2.2 IT 생각하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10.2.3 IT 컴퓨팅하기

에 대해 알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해답: 173페이지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10.2.1 IT 생각하기

각 이미지 파일 형식의 이

(위 참조)

(위 참조)

각 이미지 파일 형식의 이점

10.2.2 IT 생각하기

점과 한계점을 알 수 있다.

과 한계점을 알 수 있다.

10.2.3 IT 컴퓨팅하기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해답: 173페이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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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는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즉 컴퓨터 파일 내부에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 스테가노그래피를 아는 것이다. 최하위 비트 스테가노그래피란 데이터
가 숨겨져 있는 파일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이진 비트를 바꾸는 과정이다. 8비트의 비트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
가 최하위 비트이다.
01100011

최하위 비트

주요 활동 2에서는 그 외의 다양한 암호 기술이 사용된다. H. L. Dennis의 시크릿 브레이커즈(Secret Breakers) 웹 사이트를

한번 보면 좋을 텐데, 교재에 등장하는 다양한 암호 기술이 모두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http://hldennis.com/team-veritas/other-secrets-to-break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스테가노그래피가 무엇인지 알고, 스테가노그래피의 기본 기술을 어느 정도 인지한다.
일련의 정지된 이미지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권장 목표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판별해 낼 수 있다.
동영상의 경우 이미지가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재생률이 빨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이진 데이터가 변경(손상)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해석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영상에 있어 이미지 품질, 파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지 인지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인지하고,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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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28~133쪽

Steganography(스테가노그래피)

연습 문제 10.3A 동영상

Data corruption(데이터 손상)

파워포인트 10.3A 스테가노그래피

Metadata(메타데이터)
Steganalysis(스테가노그래피 분석)

강의 노트
시작하기: 스테가노그래피 소개하기, 파워포인트 10.3A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에 맞춰 파워포인트 10.3A를 보여 주고, 몇 분의 시간을 주어 각자 정답을 추측해 보게 한다. 학생
용 교재를 이용하여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해 설명해 주고, 10.3.1 IT 생각하기를 함께 이야기해 본다.
역사 속에 나타난 스테가노그래피의 다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의 두피에 비밀 메시지를 문신해 넣곤 했다. 해당 인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머리를 밀어 메시지
를 읽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토끼의 위장에 메시지를 숨겨 두곤 했다. 사냥꾼이 토끼를 들고 도시로 걸어들어가서는 메시지를 받
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토끼를 전달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 1: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진법으로 저장되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색상이 이진수의 배열로서 제시되는지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언급해 준다. 고화질 이미지의 경우 색상을 나타내는 이진 수열은 여러 비트를 사용하며, 인간의 눈이 식별
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이 시점에서 다음의 영상을 틀어 줄 수 있다. www.bbc.co.uk/
programmes/p0166rgs

다음으로,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파일에 여분의 비트를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최하위 비트(LSB) 기술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다음 10.3.2 IT 컴퓨팅하기를 풀게 하여라.

주요 활동 2: 동영상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는 정지 화면에 대해 배웠지만, 사실 정지 화면과 움직이는 화면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
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정지 화면 여러 개가 빠른 속도로 재생되면 움직이는 이미지가 되는 것뿐이다. 즉 지금까지 픽셀, 픽
셀화, 색심도, 해상도, 압축 등에 대해 배웠던 내용은 동영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다음으로 이 단원의 도전 과제인
10.3.3 IT 컴퓨팅하기, 10.3.4 IT 생각하기, 10.3.5 IT 생각하기, 10.3.6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총정리: 정치적 시선 던지기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스테가노그래피의 긍정적 및 부정적 사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들이 의사소통에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나 군대에서 스테가노
그래피를 사용하면 메시지 전달에 있어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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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무료 웹 프로그램 플립북 디럭스(Flipbook! Deluxe; http://www.benettoplay.com/toys/flipbookdeluxe/guest.php)를 이
용하여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오게 한다. 이를 통해 재생률에 대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0.3A은 이에 대한 보
충 활동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테가노그래피가 무엇인지, 또 컴퓨터 파일에서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서 정보를 숨긴
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암호를 해독하고 도전 과제를 완수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스테가노그래피의
역사를 이해하고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는 갑자기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학생들은 LSB를 사용하여 이진수 속에 데이터를 숨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방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스테가노그래피의 기반이 되는 아이
디어를 알고, LSB를 사용하면 파일에 큰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이진수 속에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1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10.3.2 IT 컴퓨팅하기
학생들은 http://hldennis.com/birthdaymessage에서 학생용 교재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글자 아래에 작은 점이 찍혀 있다.
이 글자만 모아 읽어 보면 메시지를 읽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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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암호를 해독했다면 http://hldennis.com/tuesday10am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게
된다.

이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또 다른 웹 주소, http://hldennis.com/phoenix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브라우저에 이 URL을 입력하면, H.L. Dennis에게서 메시지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10.3.4 IT 생각하기
재생률이 느리면 뇌가 각 정지 화면을 구분해서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결과적으로 깜박거리며 보여진다.

10.3.5 IT 생각하기
HD영상 파일은 일반 영상 파일보다 훨씬 크기가 크다.

10.3.6 IT 생각하기
영상 파일에는 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수천 장의 서로 다른 이미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 파일에
는 이미지 외에도 소리를 재생하도록 오디오 데이터가 들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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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10.3.2 IT 컴퓨팅하기

스테가노그래피가 무엇인지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스테가노그래피가 무엇인

해답: 178~179페이지

알고, 스테가노그래피의 기본

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

지 알고, 스테가노그래피의

되는지 인지한다.

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

기본 기술을 어느 정도 인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

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

지하여야 한다.

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

인지한다.

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인지한다.

관계를 알 수 있다. 데이터 유형
(실제 숫자와 불연산자)을 정의
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
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
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여 간
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
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파일
크기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
조를 구별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
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
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프로그
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일련의 정지된 이미지를 통

10.3.3 IT 컴퓨팅하기

일련의 정지된 이미지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10.3.2 IT 컴퓨팅하기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기본적

(위 참조)

(위 참조)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기본

해답: 178~179페이지

인 지식을 적용하여 숨겨진 메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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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판별해 낼 수 있도
록 권장한다.

시지를 판별해 낼 수 있다.

179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10.3.1 IT 컴퓨팅하기

동영상의 경우 이미지가 끊기게

(위 참조)

(위 참조)

동영상의 경우 이미지가 끊기

10.3.4 IT 생각하기

하지 않기 위하여 재생률이 빨

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생률

해답: 179페이지

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이 빨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수 있다.

있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10.3.2 IT 컴퓨팅하기

이진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지

(위 참조)

(위 참조)

이진 데이터가 변경(손상)될

해답: 178~179페이지

만, 그렇더라도 해석은 가능하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해석은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가능한 목표

10.3.4 IT 생각하기

동영상에 있어 이미지 품질, 파

(위 참조)

(위 참조)

동영상에 있어 이미지 품질,

10.3.5 IT 생각하기

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 간의

파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

10.3.6 IT 생각하기

관계를 알 수 있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해답: 179페이지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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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프로그래밍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양방향 선택, 즉 ‘만약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 아니면 …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

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
한다.

반복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같
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until)’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등)를 이용한다.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

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
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

정보 기술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
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
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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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1차시

알아두기
이 교재에는 스크래치 버전 2.0에 기반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BYOB, 레고 마인드스톰(LEGO Mindstorm), 앨리스, 앱
인벤터 등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기본적인 대수 기보법을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무엇인지, 또 그 용도는 무엇인지 이해한다.

권장 목표
간단한 계산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간단한 계산을 표준 대수 기보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모델에 기반하여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가능한 목표
간단한 루프 계산기를 제작하기 위해 표준 기보법을 사용한다.
변수에 적절한 이름을 설정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
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하며,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산수와 대수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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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34~137쪽

Operation(작업)

스크래치 11.1A 주요 활동 1

Variable(변수)

파워포인트 11.1C 함수 장치

Flowchart(순서도·흐름도)

11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11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스크래치 11.1B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준비 활동
초등학교에서 계산기나 계산기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된 상황을 학생들이 상상하게 해 본다.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
학 공부를 하다가 간단한 도형 계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초등학생이 수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보내 왔는데, 해당 페이지
에 있는 것과 같은 도형 넓이를 구하는 계산기가 필요하다. 학생용 교재의 11.1.1 IT 생각하기를 두 명씩 짝을 지어 풀게 한다.

주요 활동 1: 연산 해부하기, 주요 활동 11.1A 및 파워포인트 1.1C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계산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변수로서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 주어라. 스크래치 11.1A는 스크래
치 2.0 파일로,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용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과 11.1.2 IT 생각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이 1단
원의 학습 내용을 기억해 내기 어려워하는 경우, 6페이지에 있는 장치 그림을 다시 보게 하거나, 파워포인트 1.1C를 다시 보여
주어라. ‘변수’라는 단어의 다른 용법(과학에서의 상수와 변수 개념 등)에 대해서도 말해 준다. 이는 변수가 변하더라도 그 근
본이 되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에 대해 소개하고, 변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순서도나 체계화된 언어를 사용
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 11.1.3 IT 계획하기를 진행한다. 둘씩 짝을 지어서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아도 좋지
만, 해답은 각각 혼자서 작성해야 한다.

주요 활동 2: 간단한 계산기, 11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11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
11.1.4 IT 계획하기 및 11.1.5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11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그리고(또는) 11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을 통해 보조할 수 있다.

총정리: 계획의 중요성
어떤 과정을 거쳐 계산기를 프로그래밍했는지, 순서도 또는 체계화된 언어 사용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학
생들과 이야기해 본다.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획 없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
면, 전략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그다지 좋지 못할 수 있다.
다양한 입력값을 넣어 계산기를 검사해 보게 한다. 이 계산기의 한계점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입력값으로 십진법 수를 넣을
경우 정확도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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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계산기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숙제로 나머지를 해 오도록 한다. 계산기 제작을 마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해당 계
산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써 와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순서도를 사용하거나 체계화된 언어로 된 설명을 통해 과정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도움 없이도 과정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함수 계산 루틴(routine)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알맞은 프롬프트(prompt)를 이용해 이를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1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11.1.1 IT 생각하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둘레 및 넓이 구하기

11.1.2 IT 생각하기
a)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변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b) 입력하는 것: 숫자 1, 계산, 숫자 2
c) 출력되는 것: 합계

시작

11.1.3 IT 계획하기 / 연습 문제 11.1A
아래의 예시는 순서도이지만, 대신 체계화된 언어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숫자를 입력

문제의 요구 사항은 아니었지만, 아래와 같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루프를 사용
하면 특히 좋다.

NUM1로 저정

START(시작)
숫자를 입력

INPUT A NUMBER(숫자를 입력한다)
SAVE AS NUM1(NUM1로 저장)
INPUT A NUMBER(숫자를 입력한다)

NUM2로 저정

합계 = NUM1 × NUM2

SAVE AS NUM2(NUM2로 저장)
TOTAL = NUM1*NUM2(합계 = NUM1*NUM2)

합계 출력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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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TOTAL(합계를 출력한다)

11.1.4 IT 계획하기
START(시작)
INPUT A NUMBER(숫자를 입력한다)
SAVE AS NUM1(NUM1로 저장)
INPUT A NUMBER(숫자를 입력한다)
SAVE AS NUM2(NUM2로 저장)
TOTAL = NUM1*NUM2(합계 = NUM1*NUM2)
OUTPUT TOTAL(합계를 출력한다)

11.1.5 IT 컴퓨팅하기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스크래치 11.1B: 작업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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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1.1.1 IT 생각하기

기본적인 대수 기보법을 이해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

기본적인 대수 기보법을 이

11.1.2 IT 생각하기

할 수 있다.

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해하여야 한다.

해답: 185페이지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한다.

수정한다(디버깅 등).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11.1.2 IT 생각하기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무엇인

(위 참조)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무엇

해답: 185페이지

지, 또 그 용도는 무엇인지 이

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인지, 또 그 용도는 무엇인

아니면 … (if, then and else)’

지 이해하여야 한다.

해한다.

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
론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
후 검사 루프 즉 ‘...까지(until)’
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를 이
용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11.1.3 IT 계획하기

간단한 계산기를 제작하기 위

(위 참조)

(위 참조)

간단한 계산기를 제작하기

11.1.4 IT 계획하기

하여 간단한 계산을 표준 대수

위하여 간단한 계산을 표준

11.1.5 IT 컴퓨팅하기

기보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대수 기보법으로 변환할 것

해답: 185~186페이지

알고리즘
반복은 루프 등의 과정을 되풀
이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같은

을 권장한다.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
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
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패턴 인식).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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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11.1.3 IT 계획하기

모델에 기반하여 간단한 계산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모델에 기반하여 간단한 계

11.1.4 IT 계획하기

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11.1.5 IT 컴퓨팅하기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있을 것을 권장한다.

해답: 185~186페이지

가지고 작업한다.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
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

KS3, 글머리 기호 3

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11.1.3 IT 계획하기

간단한 루프 계산기를 제작하

(위 참조)

(위 참조)

간단한 루프 계산기를 제

11.1.4 IT 계획하기

기 위해 표준 기보법을 사용할

작하기 위해 표준 기보법을

11.1.5 IT 컴퓨팅하기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해답: 185~186페이지

KS2,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알고리즘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
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
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
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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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이번에도 스크래치 2.0에 기반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대신 BYOB, 레고 마인드스톰, 앨리스, 앱인벤터 등의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만약(if)’ 선택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여러 작업 중 하나를 골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권장 목표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을 고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만약’ 또는 ‘만약 … 아니면 ...(if else)’ 선택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문제 상황을 교정하기 위하여 코드를 검사 및 수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 /, +, - 외의 다른 계산을 포함할 수 있다.
코드에 효율적으로 주석을 달아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컴퓨팅적 사고를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
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산수와 대수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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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38~141쪽

Selection(선택)

스크래치 11.2A 주요 활동 1

Debugging(디버깅)

파워포인트 11.2A 제작-검사-디버깅 사이클

Comments(주석)

연습 문제 11.2A 디버깅 스티커
스크래치 11.2B 예시 해답 1
스크래치 11.2C 예시 해답 2

강의 노트
시작하기: 수업 준비하기
지난 수업에서 만들었던 단일 연산 계산기를 보여 주어라. 스크래치 2.0을 이용하고 있다면 스크래치 11.1B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1: 의사 결정, 프로그램 기획, 스크래치 11.2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 내용이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11.2.1 IT 생각하기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라. 스크래치 11.2A는 스크래치 2.0 파일로, 학생용 교재
에 등장하는 ‘if else’ 명령어의 예시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진도가 빠른 학생들은 11.2.2 IT 생각하기를 살펴봐도 좋다.
11.2.3 IT 계획하기를 진행한다. 종이에 작성해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리셔(Microsoft

Publisher)를 이용해도 좋다.

주요 활동 2: 프로그램 프로그래밍하기, 파워포인트 11.2A, 연습 문제 11.2A
11.2.4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코드를 조금 만들어 본 다음에는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디버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11.2A를 보여 주어라. 지금 학생들은 11.2.3 IT 계획하기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것
을 언급해 주고,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고리즘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검사해 보아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한다.
코드에서 각자 오류를 찾고 수정하다 보면, 각자 정말로 독립적으로 배움을 얻는 즐거운 컴퓨터 과학 수업 시간, 그리고 문제
를 고치기 위해 허겁지겁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는 수업 시간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연습 문제 11.2A에는 학생들이
코드를 디버깅했을 때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 있다. 학생들이 코드를 디버깅하고 스티커를 붙일 때마다 칭찬을 충
분하게 해 준다. 이는 학생들의 독립심을 키워 주기 위함이다.

총정리: 코드에 주석 달기
코드에 어떻게 주석(코멘트)을 다는지 보여 주고,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기억해야 할 사항을 써 놓거나, 이게 왜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주석을 단다고 말해 준다. 11.2.5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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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끝마치고 코드에 주석을 달아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건과 조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간단한 선택 과정을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더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 볼 것이다.
‘if else’ 구문에서는 사용자가 값을 잘못 입력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미리 정해진 선택지 이외의 것을 입력할 경우 프
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11.2.2 IT 생각하기의 연장선상에서, 사용자 오류에 대처할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수의 조건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여 처리 과정이 스프
라이트와 더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말하기(say)’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총정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주석을 달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블록에 상세한 주석을 달 것이다. 일부 학생
들은 과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목적에 맞는 주석을 달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1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11.2.2 IT 생각하기
‘if else’ 구문에서는 사용자가 값을 잘못 입력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미리 정해진 선택지 이외의 것을 입력할 경우 프
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수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이미지에는 스크래치에서 이와 같은 사용자 오류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제시되어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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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IT 계획하기
학생들은 학생용 교재(135~136페이지)의 “우우”라고 하려면 1을 입력하시오’ 구조에 익숙해져야 한다. ‘if then’ 구문 여러
개와 함께 ‘연산 + / * -를 입력하시오’ 구문을 입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은 순서도를 그리거나 체계화된 언어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연산을 선택하면서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그다음 적절한 연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연산을 선택하고 그다음 데이터 입력 요구와 연산으로 넘어갈 수
도 있다. 일련의 이진 결정(binary decision)이 등장하는 순서도를 쓰거나, 다중 결정(multiple decision) 구조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이 모든 방법이 다 옳으므로, 평가는 결과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앞으
로 더 정돈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도록, 각자 고른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분이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 좋다.

11.2.4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의 예시 해답은 아래와 같다.

스크래치 11.2B, 스크래치 11.2C: 작업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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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1.2.1 IT 생각하기

‘만약(if)’ 선택이 매우 간단하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

‘만약(if)’ 선택이 매우 간단하

11.2.2 IT 생각하기

다는 것을 이해한다.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해답: 191페이지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가지고 작업한다.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11.2.3 IT 계획하기

여러 작업 중 하나를 골라 수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

여러 작업 중 하나를 골라

해답: 192페이지

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즘)과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아니면 … (if, then and else)’

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해결한다.

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
론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11.2.3 IT 계획하기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을 고를

(위 참조)

(위 참조)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을 고

11.2.4 IT 컴퓨팅하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

해답: 192페이지

있다.

KS2,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들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KS3, 글머리 기호 3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면 …(if, then and else)’ 구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을 설계 및 개발한다.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
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11.2.1 IT 생각하기

‘if’ 또는 ‘if else’ 선택의 작동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if ’ 또는 ‘if else’ 선택의 작

11.2.3 IT 계획하기

방식을 이해하며, 이 둘 사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동 방식을 이해하며, 이 둘

11.2.4 IT 컴퓨팅하기

의 차이점을 인지한다.

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할 것

해답: 192페이지

후 검사 루프 즉 ‘...까지(until)’

을 권장한다.

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
용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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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다양한 연산이 포함된 산수 프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램에 *, /, +, - 외의
다른 계산을 포함할 수 있다.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알고리즘

11.2.1 IT 생각하기

(위 참조)

11.2.3 IT 계획하기
11.2.4 IT 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해답: 192페이지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위 참조)

코드에 효율적으로 댓글을

아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 쉽게

달아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

만들 수 있다.

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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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IT 컴퓨팅하기

코드에 효율적으로 댓글을 달

3차시

알아두기
본 수업에서는 절차와 함수에 대해 배우게 된다. 둘 다 학생용 교재에 설명되어 있으며, www.webopedia.com/TERM/F/
function.html 그리고 http://wiki.scratch.mit.edu/wiki/Procedures에서 단어의 상세한 정의를 알아볼 수 있다. 이번에도 스

크래치 2.0에 기반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 이 교재에 제공된 프로그램은
기성품에 가깝기는 하지만, 학생용 교재에 등장하는 예시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는지 직접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11단원 스크래치 교사용 튜토리얼에는 더 복잡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수업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
여 살펴보면 좋겠다.
본 수업에는 부프로그램(sub-program)이 언급되어 있다. 부프로그램이란 주 프로그램(main program)이 불러내어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일부분이다. 일종의 부프로그램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룬 바 있으며, 이번 수업에서는 절차와 함
수 모두를 다루게 된다. 주의할 점은 스크래치에서 변수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전역 변수로 지정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
다. 이렇게 되면 변수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 가능해지며 어느 부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예
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 설정하고, 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전역 변수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New Variable(새 변수)
Variable name:(변수 이름:)
For all sprites(모든 스프라이트에 적용)
For this sprite only(이 스프라이트에만 적용)
Cloud variable(stored on server) (변수 클라우드에 저장하기(서버에 저장됨)
OK(확인)
Cancel(취소)
Global variable(전역 변수)
Local variable(지역 변수)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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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필수 목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한 부분을 따로 절차라고 하며, 이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부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인자(parameter)란 부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라는 점을 이해한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가능한 목표
부프로그램에서는 전역 변수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절차와 함수 간의 차이를 인지한다.
타깃으로 설정한 사용자층에게 더 어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컴퓨팅적 사고를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산수와 대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42~143쪽

Procedure(절차)

스크래치 11.3A 주요 활동 1

Function(함수)

11단원 스크래치 교사용 튜토리얼
파워포인트 11.3A 컴퓨팅적 사고: 핵심 용어
연습 문제 11.3A 계산기 프로그램 평가하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준비 활동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도전 과제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어라. 절차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단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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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학생용 교재에서 찾아 보여 주어라.

주요 활동 1: 절차와 함수, 스크래치 11.3A
스크래치 11.3A를 실행하여, 함수를 이용해 정사각형 그리기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라. 보여 주는 과정에서 학생

용 교재를 함께 사용한다.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무한 반복하기’ 기능(forever loop) 대신 ‘방송하기(broadcast)’를 통해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먼저 질문하지 않으면 꼭 이야기해 줘야 할 필요는 없다.
두 명씩 짝을 지어 11.3.1 IT 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주요 활동 2: 반복 적용하기
세 명씩 짝을 짓게 하고, 한정된 시간 동안 11.3.2 IT 계획하기를 진행하게 한다.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순서도만 이용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조별로 A3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주어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게 해 주어라. 시간이 다 되었으면, 조를 두 개
씩 골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 보고 어느 조의 작업 결과가 더 나은지 투표해 보게한다. 여기에서 이긴 조끼리 시합을 해서
결국 2~3개 조만 남으면, 이 조의 조원들이 결과물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우승자를 뽑는
것이다. 만약 비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11.3.3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계산기 코드가 절차와 함수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총정리: 컴퓨팅적 사고, 파워포인트 11.3A, 연습 문제 11.3A
파워포인트 11.3A에는 컴퓨팅적 사고에 관련된 핵심 용어가 여러 개 등장한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차용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 단원에서, 여러 개가 한 개로 대체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지 물어본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이 단원에서 여러 번의 수학 연산을 하나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답을 해야 한다.
숙제는 11.3.3 IT 컴퓨팅하기, 그리고 11.3.4 IT 컴퓨팅하기를 해 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 활동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한층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다. 그에 대한 답으로는 예를 들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서처럼 움직이게 하기, 배경을 더 재미있는 것으로 설정하기(계산기의 본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
이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부근의 초등학교 한두 곳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내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이 구글 설문지(Google
Forms)를 사용해 직접 평가 양식을 만들 수도 있고, 통일성을 고려해 여러분이 반 전체가 사용할 평가 양식을 만들 수도 있
다. 연습 문제 11.3A에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다.

숙제
11.3.3 IT 컴퓨팅하기, 그리고 11.3.4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해 오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절차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해당 절차에 값을 패싱시켜 제대로

작동하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절차에 값을 입력하는 과정을 ‘패싱(passing)’이라고 한다.) 일부 학생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패싱시켜 코드 작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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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의 주요 내용은 절차를 이용해 계산기 프로그램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프
로그램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2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11.3.1 IT 생각하기
스크래치에서의 예시 프로그램은 아래에 일부 소개되어 있고, 세부 사항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드의 구
조는 이와 유사할 것이다. 직사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에는 넓이와 둘레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사각형(넓이):

직사각형(넓이 및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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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둘레):

11.3.3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방송하기(broadcast) 기능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해답을 낼 수 있다.

3차시

199

Unit 11. 계산기 프로그래밍하기

Unit 11-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2,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11.3.1 IT 생각하기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재귀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

11.3.2 IT 계획하기

코드의 한 부분을 따로 절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드의 한 부분을 따로 절차

11.3.3 IT 컴퓨팅하기

차라 하며, 이는 반복해서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라 하며, 이는 반복해서 사

11.3.4 IT 컴퓨팅하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

가지고 작업한다.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

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해답: 198~199페이지

해한다.

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

하여야 한다.

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
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
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
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
화).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11.3.3 IT 컴퓨팅하기

부프로그램을 이용해 프

(위 참조)

(위 참조)

부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

11.3.4 IT 컴퓨팅하기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KS2, 글머리 기호 2

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권장

해답: 199페이지

(위 참조)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가능한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타깃으로 설정한 사용자층

층에게 더 어필하기 위하

에게 더 어필하기 위하여 프

여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있다.

KS2,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8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
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
적인 프 로젝트를 착수한
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
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200

Unit 11

정보 기술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
의적인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
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
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
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
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11.3.4 IT 컴퓨팅하기

타깃으로 설정한 사용자

Unit 12

퀴즈 프로그래밍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
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
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
확성을 보인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
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
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
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
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
현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
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연산자)
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
의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
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해
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
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
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
(until)’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
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
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
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 추상화).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
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연산
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
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
만의 명령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절차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
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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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알아두기
이 교재에는 스크래치 버전 2.0에 기반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BYOB, 레고 마인드스톰(LEGO Mind storm), 앨리스, 앱
인벤터 등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간단한 퀴즈에서 각 단계를 추상화할 수 있다.
점수 변수가 설정된 간단한 퀴즈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권장 목표
퀴즈 프로그램을 분해하고 퀴즈를 추상화하는 각 단계를,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출 수 있다.

가능한 목표
사용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를 퀴즈에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상의 문제를 디버깅할 수 있다.
여러 변수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
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44~147쪽

Abstraction(추상화)

연습 문제 12.1A 추상화 이용하기

Variable(변수)

연습 문제 12.1B 퀴즈 설계를 조립하기
인터랙티브 12.1A 퀴즈 블록 맞추기
스크래치 12.1A 주요 활동 1
스크래치 12.1B 주요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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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추상화
이 단원을 시작하며 추상화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다만 추상화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거나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를 보게
하지는 않은 채로 설명해 본다. 학생들에게 작은 종이 조각을 나눠주어라. 문제가 세 개 있는 간단한 퀴즈를 풀게 될 것이며,
종이 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된다고 말해 준다. 여러분은 아래의 대사를 말하면 된다.
1. 컴퓨팅 퀴즈에 참가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이름을 써 주세요.
3. 퀴즈를 시작합니다.
4. 첫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답은 ‘ADA’입니다. 맞았으면 스스로에게 1점을 주세요.
6. 첫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구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을까요?
7. 답은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부인입니다. 맞았으면 스스로에게 1점을 주세요.
8. 첫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느 기계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9. 답은 해석 기관입니다. 맞았으면 스스로에게 1점을 주세요.
10. 최종 점수를 알려 주세요.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짓게 하고, 방금 푼 퀴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각 단계를 서술하도록 해 본다. 학생들의
답은 아래와 같은 식이어야 한다.
1. ‘퀴즈 마스터’가 ‘퀴즈 도전자’들을 환영한다.
2.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
3.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한다.
4. 응시자들이 질문에 대답한다.
5. 마스터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도전자들에게 정답을 맞혔을 경우 몇 점을 얻게 되는지 알려준다.
6. 모든 질문을 할 때까지 3, 4, 5단계가 반복된다.
7. 마스터가 최종 점수를 묻는다.
8. 도전자들이 각자의 최종 점수를 제시한다.
그다음으로, 학생들에게 해당 퀴즈를 진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지 간단히 생각하게 해 보아라. 예를 들면 모든 문제의 정
답을 맨 끝에 불러주어도 되고, 바로 전의 문제를 맞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문제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본 활동을 추상화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12.1.1 IT 생각하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아라.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도전 과제를 완수하는 데 추상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을 말해 주어라.

주요 활동 1: 도전 과제 해결에 추상화 이용하기, 연습 문제 12.1A, 인터랙티브 12.1A, 스크래치 12.1A
두 명씩 짝을 지어 12.1.2 IT 계획하기를 완성하게 해 본다. 연습 문제 12.1A 또는 인터랙티브 12.1A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용 교재와 (가능하다면) 스크래치 12.1A(퀴즈의 작업용 모델이며, 변수가 없다)를 이용한다.

주요 활동 2: 퀴즈 문제 프로그래밍하기, 스크래치 12.1B
12.1.3 IT 계획하기와 12.1.4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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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2.1.5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스크래치 12.1B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몇 번 정도 돌려
보고 프로그램을 디버깅한 다음,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지 찾아냈으면 조용히 표시를 하도록 한다. 다른 학생들도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항상 오류를 바로잡아 낼 수 있는 학생이 한 명은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학생이 미리 답을 다 말해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총정리: 임의의 숫자 생성하기, 연습 문제 12.1B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변수에 대해 다시 간단히 소개하고, 12.1.6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12.1.7 IT 계획하기를
숙제로 해 와야 된다고 말해 준다. 종이에 프로그램을 순서도 형식으로 짜 와도 되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된
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러한 열린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연습 문제 12.1B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다음 수업 시작 시간에 숙제의 해답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와야 한다는 점을 일러 준다.
컴퓨터에서 어떻게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지 보여 준다.

스크래치의 ‘말하기(say)’ 명령어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print’ 명령어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명령어
는 매우 유용한데, 이 명령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각 단계에서 변수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에서는 삭제해도 된다.

숙제
12.1.7 IT 계획하기를 완성해 오게 한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연습 문제 12.1B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샘플 퀴즈의 지시 사항에 따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그 이후의 논의에 있어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제안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질문용으로 간단한 블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여러 블록과 변수를 사용해 점수

를 기록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어떻게 임의의 질문을 생성하는지 파악하고, 점수에 대하여 즉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2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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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12.1.1 IT 생각하기
추상화될 수 있는 과정은 퀴즈의 본론 부분에 있는, 반복되는 과정(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점수를 매기는 등)이다. 환영 인사
와 최종 점수를 묻는 등의 행동은 부수적이다.

12.1.2 IT 계획하기 / 연습 문제 12.1A / 인터랙티브 12.1A. 또한, 12.1.3 IT 계획하기 및 12.1.4
IT 컴퓨팅하기
추상화된 퀴즈에서의 각 단계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블록

‘퀴즈 마스터(QM)’가 ‘퀴즈 도전자(QT)’를
환영한다.

마스터가 질문 하나를 한다.

도전자들이 질문에 대답한다.

마스터가 정답을 이야기한다.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정답을 맞혔을
경우 몇 점을 얻게 되는지 알려 준다.

12.1.5 IT 컴퓨팅하기
이 코드에는 초록 깃발 아래에 ‘점수를(을) 0으로 정하기’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다.

12.1.6 IT 생각하기
프로그램은 첫 번째 돌릴 때는 잘 작동되겠지만, 계속 작동시켜 보면 점수가 틀리게 나올 것이다. 변수에 이미 더해진 숫자가
모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디버깅하려면, 퀴즈가 작동될 때마다 점수가 초기화되어야 한다. 여러 방법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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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IT 계획하기
아래의 예시는 해답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옳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해답 중 하나일 뿐이
다. 또한, 학생들은 순서도를 만들거나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크래치 블록
을 이용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을 묘사해 두었다.
해답에서는 숫자를 하나의 변수, 또는 여러 개의 변수에 지정하기 위해 ‘난수(random)’ 명령어가 사용될 것이다.

또한 해답에서는, 변수에 지정된 임의의 숫자에 수학 연산을 적용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임의의 수(난수) 변수와 합계 변수에 ‘만약 … 아니면 ....’ 구문을 적용할지도 모른다.

한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답을 알려 줄 수도 있다.

연습 문제 12.1B
가능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 있다. 다음 페이지에 그중 한 가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만 옳은 답인 것은 아니다. 이
해답에서 우리는 맨 처음에 변수를 전부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만들었다면 모두
괜찮다. 또한, 숫자 1, 숫자 2, 합계의 생성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각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숫자 1과
숫자 2의 값을 다른 순서에 따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합계값으로 합하기 전에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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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변수를 만들어라.
숫자 1 변수를 만들어라.
숫자 2 변수를 만들어라.
합계 변수를 만들어라.
초록 깃발이 있는, 시작 블록을 만들어라.
점수를 0으로 맞추어라.
10번 반복하기를 시작한다.
숫자 1이 5에서 10 사이의 난수(임의의 수)를 고르게 한다.
숫자 2가 50에서 100 사이의 난수를 고르게 한다.
합계를 숫자 1 + 숫자 2로 설정한다.
숫자 1과 숫자 2를 더한다.
만약 합계 변수 = 사용자의 대답이면 점수를 1만큼 바꾸고 정답이라고 말한다.
아니면 오답이라고 말한다.
10번 반복하기를 종료한다.
“10문제에 대한 점수는”을 말하고 점수 변수를 보아라.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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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12.1.1 IT 생각하기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

간단한 퀴즈에서 각 단계

12.1.2 IT 계획하기

각 단계를 추상화할

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

를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해답: 206페이지

수 있다.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

한다.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다는 점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조심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해결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
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
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
가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2.1.3 IT 계획하기

점수 변수가 설정된

(위 참조)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 구문과

점수 변수가 설정된 간단

12.1.4 IT 컴퓨팅하기

간단한 퀴즈 프로그
램을 작성할 수 있다.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

한 퀴즈 프로그램을 작성

12.1.5 IT 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1

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206페이지

(위 참조)

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
버깅 등).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
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 등)을 이용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12.1.3 IT 계획하기

퀴즈 프로그램을 분

(위 참조)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

퀴즈 프로그램을 분해하

해답: 206페이지

해하고 퀴즈를 추상

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

고 퀴즈를 추상화하는 각

화하는 각 단계를, 그

KS3, 글머리 기호 3

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

단계를, 그래픽 프로그래

래픽 프로그래밍 언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분에 대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같은 문제

밍 언어에 맞출 것을 권장

어에 맞출 수 있다.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한다.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이해한다.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
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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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12.1.5 IT 컴퓨팅하기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

(위 참조)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래

12.1.6 IT 생각하기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해답: 206페이지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텍스트 기반

밍상의 문제를 디버깅할

KS3, 글머리 기호 3

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수 있다.

(위 참조)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
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
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만약’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
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
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
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
성 및 디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
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
을 안다(절차 추상화).
프로그래밍 및 개발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
이를 연결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프로
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
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

12.1.4 IT 컴퓨팅하기
여러 변수 유형을 사용할

12.1.5 IT 컴퓨팅하기

여러 변수 유형을 사

수 있다.

12.1.7 IT 계획하기

용할 수 있다.

해답: 206~207페이지

다. 불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
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
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
하여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
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
다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연
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
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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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이번 수업에서는 스크래치의 반복하기(repeat) 및 블록 만들기(make blocks) 기능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해당 블록의 작동
방식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간단한 프로그램을 분해할 수 있다.
‘실제 난수’ 생성기의 예를 들 수 있다.
변수에 저장된 임의의 숫자를 이용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성’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일반화를 사용하면, 변수를 통해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난수’ 생성기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인지한다.

가능한 목표
임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계 검증을 사용한다.
다양한 기능을 퀴즈에서 구현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
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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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1의 148~153쪽

Decomposition(분해)

연습 문제 11.2A 퀴즈 분해하기

Procedure(절차)

인터랙티브 12.2A 수학 퀴즈

Function(함수)

스크래치 12.2A 스타터

Generalisation(일반화)

스크래치 12.2B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임의로 생성된 퀴즈 문제 설계하기, 스크래치 12.2A
학생들을 5~6명씩 한 조로 편성하여 번갈아 가면서 숙제를 공유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숙제를 공유하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
니면서 잘 된 과제 몇 개를 골라 보아라. (가능하다면 그중 순서도로 작성된 것 하나,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것 하
나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다음, 해당 과제를 해 온 학생들에게 숙제 작성 과정을 설명해 보게 한다. 해답을 작성하는 데 있어
보기 좋거나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어도
좋겠다. 다음으로는 스크래치 12.2A 또는 학생이 해 온 과제를 모두에게 보여 준다. 숫자 1(num1)과 숫자 2(num2) 변수는 컴
퓨터가 생성하는 것이며, 이 둘을 이용해 합계값을 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해 주어라.

주요 활동 1: 도전 과제에 분해 이용하기, 인터랙티브 12.2A, 연습 문제 12.2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분해 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예시 퀴즈를 분해하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하게 될 퀴
즈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어라. 학생들을 소규모의 조로 나누어 인터랙티브 12.2A를 하게 하고, 가능한 옵
션을 모두 택해 보게 한다. 연습 문제 12.2A를 이용해 퀴즈를 다양한 요소로 분해할 수 있을까? 퀴즈 분해의 한 예시가 학생용
교재에 실려 있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랜덤 숫자 생성기(난수 생성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다음 12.2.1 IT 생각하기와 12.2.2 IT 생각하기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12.2.3 IT 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덧셈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다른 수학 연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
하며 주요 활동 1 부분을 마치자. 이는 일반화로서, 즉 한 문제의 해결에 쓰이는 개념을 다른 문제 해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에 일반화 이용하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일반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이 단원이나 11단원에서 일반화 개념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예를 들면 11단원의 계산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자의 숫자 입력, 그리고 자동화된 퀴즈 코드의 난수 생
성 등에서 일반화 개념이 사용되었다.
12.2.4 IT 생각하기를 이용하여 난수값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12.2.5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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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2.2.6 IT 계획하기와 12.2.7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각 작업의 하위 루틴(subroutine)을 지정하려면 ‘추가 블록
(More Blocks)’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연산 선택을 하려면 난수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총정리: 특정 사용자층을 염두에 두기
12.2.8 IT 생각하기를 보며 다같이 이야기해 보고, 숙제로 12.2.9 IT 컴퓨팅하기를 내어 준다. 정답을 제시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스프라이트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도록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소리 효과를 더하거나, 배경을 바꾸는 등의 아
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숙제
12.2.9 IT 컴퓨팅하기를 숙제로 해 와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12.2.3 IT 컴퓨팅하기 및 12.2.5 IT 컴퓨팅하기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화를 사용하여 임의로 생성된 숫자가 포함된 기본적인

퀴즈 블록 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생성된 난수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완결성을 갖
춘 퀴즈 블록 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각 퀴즈 블록에는 생성된 난수에 대해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12.2.7 IT 컴퓨팅하기에서, 대부분은 블록을 배열하여 퀴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12.2.6 IT 계획하기에서 계획

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 프로그램의 구조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퀴즈 만들기에 절차를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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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IT 컴퓨팅하기에서, 대부분은 새로운 기능을 생각해 내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퀴즈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12.2.1 IT 생각하기의 아이디어를 이용하
여 해당 사용자 집단에게 알맞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2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12.2.1 IT 생각하기
실제 난수 생성기로는 주사위, 동전 던지기, 카드놀이에서 카드 섞기 등이 있다.

12.2.2 IT 생각하기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 숫자(난수) 생성기로는 복권, 슬롯 머신,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암호 작성 기술 등이 있
다. 여담으로, 정부에서는 복권과 슬롯 머신에 일정 정도의 통계적 임의성이 보장되도록 그 최소 정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12.2.3 IT 컴퓨팅하기, 12.2.5 IT 컴퓨팅하기, 12.2.7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12.2B의 예시 퀴즈에 샘플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질문 유형을 지정하는 데 무작위(랜덤) 선택을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 외의 다른 접근법을 택할 수도 있다.

12.2.4 IT 생각하기
답이 음수가 될 것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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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

간단한 프로그램을 분해할

는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을 만든다. 같은

분해하여 해결한다.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KS3, 글머리 기호 1

점을 이해한다.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연습 문제 12.2A

보고용 문구
간단한 프로그램을
분해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
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
용 및 평가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2.2.3 IT 컴퓨팅하기

변수에 저장된 임의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변수에 저장된 임의의 숫자

12.2.4 IT 생각하기

의 숫자를 이용해 간

KS3, 글머리 기호 3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

를 이용해 간단한 프로그램

해답: 214페이지

단한 프로그램을 작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

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

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

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

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

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

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

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절차 추상화).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12.2.5 IT 컴퓨팅하기

일반화를 사용하면,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일반화를 사용하면 변수를

12.2.6 IT 계획하기

변수를 통해 여러 가

KS3, 글머리 기호 1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통해 여러 가지를 한 가지

12.2.7 IT 컴퓨팅하기

지를 한 가지로 대체

(위 참조)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답: 214페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KS3, 글머리 기호 3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

이해하기를 권장한다.

(위 참조)

험이 있다. 불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

성할 수 있다.

이해한다.

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
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
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정보 기술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
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
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
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
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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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목표
다양한 기능을 퀴즈에서 구

12.2.6 IT 계획하기

다양한 기능을 퀴즈

12.2.7 IT 컴퓨팅하기

에서 구현할 수 있다.

현할 수 있다.

12.2.8 IT 생각하기
12.2.9 IT 컴퓨팅하기
해답: 214페이지

3차시

알아두기
아래의 학습 목표에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event-driven programming)’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흐
름이 사건(event)에 따라 결정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스크래치에서, 첫 번째 블록이 다른 블록
을 향해 ‘방송하기’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다른 블록이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두 번째 블록이 작동되는 것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다양한 연산이 포함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성을 검사 및 평가할 수 있다.
변수를 이용해 알맞은 타이머를 만들 수 있다.

권장 목표
하드웨어와 타이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코드 영역(code segment) 재사용에 있어서의 일반화 개념을 이해한다.
	검사 과정에서, 또 최종 사용자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
로그램을 디버깅 및 수정할 수 있다.

가능한 목표
타이머 작동와 종료에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다.
	검사 과정과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디버깅
및 수정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
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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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1의 154~155쪽

핵심 용어
Debug(디버그)

파워포인트 11.3A 컴퓨팅적 사고: 핵심 용어
스크래치 12.3A 주요 활동 1
스크래치 12.3B 주요 활동 1

강의 노트
시작하기: 타이머
이번 수업에는 주요 활동이 두 가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어라. 먼저, 학생들은 이 단원의 도전 과제(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퀴즈 프로그래밍하기)를 완수해야 한다. 두 번째로, 타이머를 사용하여 앞에서 만든 퀴즈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시간
압박을 주게 된다.
www.online-stopwatch.com/countdown에 있는 타이머를 30초간 작동시켜 보고, 학생들에게 이 타이머가 어떤 점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 좋은 타이머를 만들려면 타이머의 사용 용도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고정된 시간
을 정해 놓고 표시해 나가는 종류의 타이머라면 ‘카운트다운(count down)’ 타이머여야 하겠지만,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는 경우에는 ‘카운트업(count up)’ 타이머가 필요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
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 주는 데 카운트다운이 카운트업보다 더 효과적이다.
다음 카운트다운 시계 영상을 보여 준다(www.youtube.com/watch?v=M2dhD9zR6hk). 카운트다운 시계가 타이머보다 나은
점으로 무엇이 있을지 물어보아라. 위 영상에 등장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는 보다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며, 정해진 시간이 다
가오면서 음향 효과가 바뀐다.
타이머에 대해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본다. 퀴즈 도전자에게 시간 압박을 주려면, 또 어떤 종류의 타이머를 사용하면 될
까? 지난 수업에서 분해했던 퀴즈를 풀 때 타이머가 잘 작동했는가? 타이머 작동을 시작할 때, 질문 시작하기, 여러 질문이 포
함된 블록 시작하기, 또는 전체 퀴즈 시작하기 중에서, 무엇이 시작 시점의 기준이 되는가? 시간 측정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
어나는가? 퀴즈가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해서 타이머가 퀴즈 시간 마감을 알리는 것인가, 아니면 퀴즈를 푸는 데 걸린
총시간을 타이머가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총점수에서 걸린 시간만큼을 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냥 사용자에게 걸린 전체 시간을 알려 주면 될까?

주요 활동 1: 타이머 프로그래밍하기, IT 컴퓨팅하기 12.3.1A, IT 컴퓨팅하기 12.3.1B
학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 12.3.1 IT 생각하기, 12.3.2 IT 계획하기 및 12.3.3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하게 해 본다. 타이머를 프로그
래밍하는 방법은 많지만,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관찰(Sensing)’ 에 있는 ‘타이머(timer)’ 말고 다른 블록을
사용하도록 한다. 변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본 활동의 초점이기 때문이다. ‘방송하기’나 절차를 이용하여 타이머 기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간을 두 번째 스프라이트에 연동해 두어야 하는데, 퀴즈와 동일한 스프라이트에 두면 독
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스크래치 12.3A와 스크래치 12.3B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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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12.3A: 이 타이머를 사용하면 타이머가 숫자를 10에서부터 1
까지 거꾸로 센 다음 알람을 울리고, 그다음 점수를 -1만큼 줄인다. ‘타이
머 시작’이라는 방송하기 블록과 ‘무한 반복하기’ 루프가 있으면 게임이 끝
날 때까지 계속 작동시킬 수도 있다.

스크래치 12.3B: 이 타이머는 전체 퀴즈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0에서부터 시작해 재어 올라가며, 마지막 문제를 풀 때 ‘타이머 끝’이 유도된
다. 다음으로, 점수와 걸린 시간이 사용자에게 통보된다. 타이머 기능은 계속되지만 사용자에게는 숨겨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주요 활동 2: 검사, 디버깅 및 평가
12.3.4 IT 컴퓨팅하기와 12.3.5 IT 컴퓨팅하기를 진행한다.

총정리: 타깃으로 하는 사용자
퀴즈 프로그램의 타깃이 되는 사용자들, 즉 초등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이 어필하려면, 어떤 특성이 포함되어야 할지 함께 이야
기해 보아라. 각자 만든 퀴즈 프로그램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이 무엇인지 골라 보게 한다. 숙제의 일환으로, 각자 퀴즈 게임을
홍보할 간단한 광고를 만들어 오게 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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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퀴즈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12.3.6 IT 컴퓨팅하기도 완성한 다음, 특정 기한까지 둘 다 여러분에게 제출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타깃이 되는 사용자 집단의 연령을 생각해 보면, 퀴즈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거나,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특징을 여
러 가지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꾸미기 전에, 기본적인 퀴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타이머 블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퀴즈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는 움직이는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거나 소리를 넣을 수도 있다.
주요 활동 2는 퀴즈를 완성 및 평가하는 활동이다.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피드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

들은 전체 기능성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사하고 피드백을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부 학생들은 타깃이 되는 사용자 집단을 고려하면서 숫자 범위의 적절성, 애니메이션, 시퀀스 옵션 등 다양한 기능을 검
토하고 그 기능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이 학생들은 상세한 검사 과정을 통해 버그를 잡아 내고 디버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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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2.3.1 IT 생각하기

다양한 연산이 포함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

다양한 연산이 포함된 퀴

12.3.2 IT 생각하기

된 퀴즈 프로그램을

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

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

즈 프로그램을 만들 수

12.3.3 IT 컴퓨팅하기

만들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

있어야 한다.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

(until)’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

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

프로그래밍 및 개발

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계, 사용 및 평가한다.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
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

KS3, 글머리 기호 3

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절차를 사용하

(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

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

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

버깅한다. 절차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

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

안다(절차 추상화).

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
계 및 개발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2.3.4 IT 컴퓨팅하기

프로그램의 기본 기

간 단 한 프 로 그램 을 만 들고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성

12.3.5 IT 컴퓨팅하기

능성을 검사 및 평가

디버깅한다.

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

을 검사 및 평가할 수 있

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

어야 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

(위 참조)

한다(디버깅 등).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할 수 있다.

정보 기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
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
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
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
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12.3.1 IT 생각하기

변수를 이용해 알맞

(위 참조)

(위 참조)

변수를 이용해 알맞은 타이

12.3.2 IT 계획하기

은 타이머를 만들 수

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12.3.3 IT 컴퓨팅하기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12.3.4 IT 컴퓨팅하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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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가능한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12.3.1 IT 생각하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위 참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계할 때 해당 문

코드 영역 재사용에 있어

12.3.2 IT 계획하기

서 일반화가 매우 가

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

서의 일반화 개념을 이해

12.3.3 IT 컴퓨팅하기

치 있다는 점을 이해

KS3, 글머리 기호 1

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어떤 문

하기를 권장한다.

12.3.4 IT 컴퓨팅하기

한다.

(위 참조)

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
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12.3.3 IT 컴퓨팅하기

검사 과정에서, 또 최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검사 과정에서, 또 최종

12.3.4 IT 컴퓨팅하기

종 사용자들을 통해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

사용자들을 통해 피드백

피드백을 받고 이를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시 고수준 텍스트 언어와

을 받고 이를 사용하며,

사용할 수 있으며, 프

(위 참조)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향

로그램의 기능성을

험이 있다. 불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

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향상시키기 위해 프

KS3, 글머리 기호 1

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을 디버깅 및 수정하기를

로그램을 디버깅 및

(위 참조)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권장한다.

수정할 수 있다.

선택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
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
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
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
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12.3.1 IT 생각하기

프로그램의 구성에

(위 참조)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타이머 작동과 종료 시에

12.3.2 IT 계획하기

있어 사건 기반 특성
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의 필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을

12.3.3 IT 컴퓨팅하기

KS2, 글머리 기호 2

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절차와 함수

사용할 수 있다.

12.3.4 IT 컴퓨팅하기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을 사용한다. 변수 및 다양한 입·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출력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KS3, 글머리 기호 1

수정한다.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가능한 목표

12.3.4 IT 컴퓨팅하기

검사 과정과 최종 사

(위 참조)

(위 참조)

검사 과정과 최종 사용자

12.3.5 IT 컴퓨팅하기

용자의 피드백을 통

의 피드백을 통하여, 프

하여, 프로그램의 기

KS2, 글머리 기호 1

로그램의 기능성 및 효율

능성 및 효율성을 향

(위 참조)

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보 기술

으로 프로그램을 디버깅

프로그램을 디버깅

(위 참조)

및 수정할 수 있다.

및 수정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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