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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컴퓨팅은 과학, 공학,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분야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컴퓨팅은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도 역시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에 발맞추고 기술이 우리의 삶에 제공하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은 직업이나 문
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혹은 생활 속 사물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
요한 중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컴퓨팅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이지만 그 뿌리는 우리 조상들이 계산 장치를 발명했던 시기(오
늘날의 계산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컴퓨터 과학
에는 오랜 혁신과 설계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가 미래의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발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이와 같은 컴퓨터 과정 중의 하나이며, 이 교재의 학습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이 교재는 학습자에게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교적 넓은 분야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을 공부함으로써 학습자는 복
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컴퓨팅의 주요 개념들과 시스템이 발달해 온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팅이 어
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교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고대의 계산 장치로부터 현대 기술까지 이어지는 컴퓨팅의 발달사를 다루며, 컴퓨팅 발달
과정에서의 중요한 돌파력이나 기술 발전이 어떻게 지금의 컴퓨터 과학에 기여했는지 강조합니다. 또
한 이 교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기술을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
추며, 학습자는 이와 같은 지식과 기술을 실제 컴퓨팅 과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용 교재의 매 단원에는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각 핵심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매 단원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교재에는 세 가지 종류의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 IT-생각하기: 개념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토의해 보는 활동입
니다.
● IT-계획하기: 연습된 활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기 위해 계획하는 활동입니다.
● IT-컴퓨팅하기: 실질적인 컴퓨팅 활동으로서, 이 교재를 통해 컴퓨팅에 대한 도전을 즐기고 응
용하여 그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즐기고 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더링과 조지라우스

컴퓨터 본체
안에는

Unit 1

도전 과제
컴퓨터처럼 생각(Computational Thinking)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1.1

핵심 용어

컴퓨터 본체 안에는

데이터(Data): 값이나 측정량
같은 사실이나 정보의 집합. 컴퓨
터에서 ‘데이터’는 파일, 이메일,
비디오 게임, 노래, 사진, 센서로
입력된 데이터,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수행한 계산 등으로 저

계산하기, 컴퓨팅하기(To compute)
영어의 ‘Compute’라는 말은 ‘계산해서 합하다’, ‘합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mputare’에 근원을 두고 있다. 물론 로마인들에게는 컴퓨터가 없었고 ‘To

장될 수 있다.

compute’라는 말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그러므

계산하기(Compute): 영어 단어

로 ‘계산’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인 ‘컴퓨팅(Computing)’은 사실 우리가 수학

‘Compute’는 수학 계산을 하는

적 계산을 할 때마다 하게 되는 행동을 뜻한다.

것을 뜻한다. 오늘날 전자 컴퓨터
에서 이 용어는 ‘문제를 풀기 위

오늘날의 전자 컴퓨터가 사람들이 수학적 계산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기

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기인 것은 아니다. 수 세기에 걸쳐 수학자들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실

뜻으로 널리 쓰인다.

▲
6

행할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 왔다.

최초의 컴퓨터 콜로수스

▲ 맨체스터 베이비

1.1 컴퓨터 본체 안에는

▲ 아스톨라베(Astolabe)
▲ 이상고 뼈(Isango bone)

▲ 주판

▲ 해석 기관

IT-생각하기
1.1.1

기원전 1만 8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대표를 그려 보자.
a) 위의 사진에서 소개된 다양한 계산 기계들을 연대표의 특정 부분에 넣어 보자.
b) 연대표에 추가할 만한 계산 장비나 기계로 생각나는 것을 말해 보자.

선사 시대 그리고 가장 이른 문명이 존재했던 시기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산을 해야 할 필요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를 건설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천문학 연구에 기하학
을 적용했다. ‘컴퓨팅’ 혹은 계산은 중요한 일이기에 위대한 수학자들은 항상
널리 존경을 받았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3세기 중국의 유휘
(劉徽), 9세기 페르시아의 무하마드 알-콰리즈미, 12세기 인도의 바스카라
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유명한 역사 속의 수학자들에 대해서는
‘http://www.storyofmathematics.com/mathematicians.html’에서 더 자
세히 알아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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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컴퓨터 본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IT-생각하기
1.1.2

우리는 컴퓨터를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데스크톱 기계라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
하는 계산 도구를 모두

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컴퓨터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크기는
더 작아졌다.

열거해 보자.

IT-컴퓨팅하기
1.1.3

a) 분해할 만한 구형 컴퓨터를 하나 찾는다. 케이스를 열고 내부 부품을 살펴보기 전에 전원 플러그가
빠졌는지 꼭 확인하자. 케이스에서 부품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심하자!
키보드

마우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PU

주기억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그래픽 카드
팬

사운드 카드
마더보드
컴퓨터용
디지털카메라

컴퓨터용
마이크

컴퓨터용
헤드폰

디스플레이 장치

A

▲ 컴퓨터의 주요 구성 부품

LED

JTAG 헤더

C

B

b) 오른쪽의 ‘라즈베리 파이(RaspberryPi)’는

H

TV와 키보드에 꽂을 수 있는 신용카드 크

이더넷
포트

기의 컴퓨터이다. 이 컴퓨터에서 프로세서
와 메모리, 저장 장치와 입력, 출력 장치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짚어낼 수 있겠
는가?

CSI 연결 카메라

G
D

F

E
마이크로 USB 전원 장치
(메인보드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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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베리 파이

1.1 컴퓨터 본체 안에는

컴퓨터 부품들은 입력 장치, 기억 장치(메모리), 저장 장치, 프로세서, 출
력 장치로 나눌 수 있다.
입력 장치

핵심 용어

출력 장치

입력 장치(Input device): 입력 장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
력’하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기억 장치(메모리, Memory): 기억 장치는 컴퓨터가 입력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처리한 결과를 단기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입력 장치

말한다. 컴퓨터가 꺼지면 여기에 보관된 것은 모두 사라진다.

저장 장치

저장 장치(Storage device): 이곳은 컴퓨터가 만들어진 파일뿐만 아니
프로세서

라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장소이다.
프로세서(Processor): 주어진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다.
프로세서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출력 장치(Output device): 출력 장치는 사용자에게 컴퓨터로부터 정

기억 장치

보를 받게 해준다.

IT-생각하기
1.1.4

아래 표를 보고 각 부품의 예를 최대한 많이 말해 보자.

구분

기능

입력 장치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컴퓨터는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
다. 입력 장치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기억 장치

컴퓨터는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도 로딩해야(옮겨와야) 한다. 컴퓨터 전원
이 꺼지면, 여기에 보관된 데이터는 모두 사라지고 만다.

저장 장치

파일과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가 그것을 다시 로딩할 때까지 안전하게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는 컴퓨터가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출력 장치

컴퓨터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때, 출력 장치를 통해 그 정보
를 제공한다.

예

9

Unit 1. 컴퓨터 본체 안에는

중앙 처리 장치

핵심 용어

중앙 처리 장치(CPU)는 컴퓨터의 뇌에 비유되기도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

중요한 부분이며, 보통 한 개의 집적 회로(IC)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

ssing unit; CPU): 명령을 해석

의 뇌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CPU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 기계라고 생각

하고 실행하는 컴퓨터의 한 부분.

하면 된다.

▲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명령을 받아야

처리 결과로 나온 19는 출력 장치(대부분 모니터나 데이터 프로

한다. 이 명령은 보통 프로그램(응용 프로그램)에서 온다.

젝트 등의 화면)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처리된 결과를

이 그림에는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3을 곱하시오’와 ‘7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명령이 올바른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더하시오’이다.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림의 결과는 33이 될 것이다.

입력

메모리
(memory)
4

디스플레이 장치(VDU)

×3
+7
처리(process)

19
출력

CPU에는 처리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종
종 키보드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된다. 입력된 데이
터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 그림에서는 숫자

IT-생각하기

‘4’가 기계 장치의 메모리에 입력되었다.

1.1.5

컴퓨터의 어느 부분을 보면 컴퓨터 그 자
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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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컴퓨터 본체 안에는

IT-컴퓨팅하기
1.1.6

앞의 그림과 같은 처리 장치를 만들어 보자. 무엇을 입력할지 결
정하고, 처리 과정을 설명한 다음 출력될 결과를 예상하자. 그다
음, 입력한 것, 처리 과정, 출력 결과를 적은 세 장의 카드를 만든
후, 처리 장치 위에 이 세 장의 카드를 거꾸로 덮어 놓는다. 친구에
게 입력 카드와 출력 카드를 뒤집어 보여 주면서 처리 과정이 어
땠을지 맞혀 보게 하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 여러분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인출하기), 선생님의 명령을 파악하고(해독하기), 그 일을 실제로
한다(실행하기). CPU도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IT-생각하기
1.1.7

CPU에 대해 배운 것을 말
해 보자. CPU는 어떤 것

메모리에서 명령을 불러온다.
명령을 해독하여 어떤 처리를 해야 할지 알아낸다.
명령에 따라 실행한다.

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을까?

인출한다

해독한다

실행한다

▲ 인출-해독-실행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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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암호 해독기

에니그마와 로렌츠 암호 기계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전쟁 물자가 전달되고 있었다. 하
지만 전쟁 물자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 중 많은 수가 나치 잠수함(유보트)
에 의해 격침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과 그 우방국들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블
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의 암호 해독팀에 희망을 걸었다. 암호 해독팀
의 임무는 나치군이 사용하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나치군은 에니그마
(Enigma)라는 기계와 그 후속인 로렌츠 암호 기계(Lorenz machine)를 사용
해 그들의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있었다. 만약 연합군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
었으면 전쟁에서 나치군보다 한발 더 앞서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블레츨리 파크에 모여 있던 암호 해독팀의 일부. 암호 해독가들 중
다수는 여성이었다.

▲ 나치군은 로렌츠 기계를 이용하여 해독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 암호를 만들었다.

콜로수스
암호 해독팀은 엄청난 양의 계산을 극도로 빨리 수행해야만 했다. 블레츨
리 파크의 암호 해독팀은 시간을 다투어 가며 작업하고 있었다. 팀을 이끌었
던 수학자 앨런 튜링은 당시 필요한 계산량을 해내기에 사람은 너무 느리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암호 해독팀은 콜로수스(Colossus)라고 알
려진 컴퓨터를 개발했다. 콜로수스는 중간에 가로챈 메시지를 분석하여 로
렌츠 기계가 만든 암호를 해독하였다. 콜로수스는 1초에 5000개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암호가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분석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콜로수스는 특정한 한 임무만을 위해 프로그래밍
된 정보 처리 장치였다.
12

1.2 암호 해독기

콜로수스는 암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했고,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 해
독된 결과를 출력했다.
컴퓨터는 저장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
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록 가능한 메모리가 있어야 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
나고 곧 개발된 맨체스터 베이비(Manchester Baby)는 최초의 프로그램 운영
이 가능한 컴퓨터 중 하나였다. 이것은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컴퓨터가 아니
라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한 일반적 용도의 컴
퓨터였다.

십진법 체계

주요 용어

여러분은 학교에서 1, 10, 100, 1000 단위를 사용하는 십진법을 배운다. 십
진법은 10개의 숫자(0, 1, 2, 3, 4, 5, 6, 7, 8, 9)를 사용해 무한한 수의 조합을

십진법: 숫자를 세고 계산하는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어로는 ‘base 10(기수 10)’ 이라고도 한다.

데 보통 이용되는 방식. 0, 1, 2,

컴퓨터는 고전압과 저전압을 구별할 수 있는데, 0은 저전압으로 1은 고전압

3, 4, 5, 6, 7, 8, 9의 10가지 숫
자를 쓴다. ‘base 10’이라고도

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값만을 사용한다. 1

한다.

과 0 두 값을 사용하는 수 체계는 이진법 혹은 ‘base 2(기수 2)’라고 한다. 컴퓨

이진법: 0과 1 두 숫자를 사용하

터의 모든 데이터는 이진법으로 표현된다. 즉 컴퓨터에서 처리되거나 전송되
는 모든 단어, 소리, 그림은 1과 0의 연속된 수로 표현된다.

여 수를 나타내는 방식. 모든 컴
퓨터상의 계산은 이진법을 사용
한다. ‘base 2’라고도 한다.

IT-컴퓨팅하기
1.2.1

10의 배수 단위로 분리해 숫자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을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방식을 이용해 아래의
표를 완성해 보자.
숫자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0

0

3

0

6

5

146

5
24

9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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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회로 신호
세 개의 등이 켜져 있고 각각의 등은 각각 스위치에 따라 제어되는 전자
회로가 있다. 여러분은 여러 다양한 패턴으로 불을 켜거나 끌 수 있다. 각각의
패턴이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고, 각각의 숫자가 암호집에 실린 메시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해 보자.
4

2

1

IT-생각하기
=5

1.2.2

왼쪽의 도표에서 세로열 맨 위에 써 있는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IT-컴퓨팅하기
1.2.3

a) 왼쪽 도표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 다른 네 개의 패턴들은 각각
어느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b) 암호집에 따르면, 숫자 5는 ‘약속 장소를 A, B, C 중 어디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나타낸다고 한다. 암호집에는 1 = A, 2 = B, 3 = C라는
반응이 수록되어 있다. B를 약속 장소로 정하려면 어떤 패턴을 이용

▲ 회로 신호 체계

해야 할까?

이진법
전등

세 개의 등 중 왼쪽 등이 십진법

왼쪽

가운데

오른쪽

십진법 숫자

4

2

1

0

0

0

0

1

0

0

1

2

0

1

0

있다. ‘0’은 ‘모두 꺼짐’, ‘7’은

3

0

1

1

‘모두 켜짐’을 나타낸다.

4

1

0

0

5

1

0

1

6

1

1

0

7

1

1

1

숫자 ‘4’를 나타낸다고 하고 가
운데 등은 ‘2’를, 오른쪽 등은
‘1’을 나타낸다고 하자.
등이 켜져 있으면 1로 표현되고,

세 개의 등만 가지고도 0에서 7
까지의 십진법 숫자를 표현할 수

14

꺼져 있으면 0으로 표현된다.

‘2’에 해당하는 등을 켜고 ‘4’
와 ‘1’에 해당하는 등을 끄면 숫
자 ‘2’를 나타낼 수 있다.

‘4’와 ‘1’에 해당하는 등을 켜고
‘2’ 등을 끄면 ‘5’가 표시된다.

1.2 암호 해독기

IT-컴퓨팅하기
1.2.4

a) 아래의 이진법 조합의 표를 필요한 만큼 늘려가면서 이어나가 보자. 표의 첫 부분은 미리 완성되어 있다.
1 bit

2 bits

3 bits

0

00

000

1

01

001

1비트 조합으로 표현
가능한 숫자의 총개수

2비트 조합으로 표현
가능한 숫자의 총개수

4 bits

3비트 조합으로 표현
가능한 숫자의 총개수

4비트 조합으로 표현
가능한 숫자의 총개수

b) 앞에서 이진법을 이용해 숫자 7까지 나타내는 법을 보았다. 그렇다면 8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c) 1 bit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인가? 2bits로는? 3bits로는? 4bits로는?
d) 이진법 체계의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인가?
e) 주어진 bit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나열해 보면 어떤 규칙이 발견되는가?
f) 16까지 세고 싶으면 몇 개의 bit가 필요할까?
g) ‘0’을 ‘1’의 오른쪽에 두면 어떤 점이 관찰되는가?

IT-생각하기
1.2.5

1836년에 새뮤얼 모스, 조셉 헨

A

N

리, 알프레드 베일은 전기 신호를

B

O

이용해 간단한 온/오프 시스템으

C

P

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인 모

D

Q

스 부호(Morse code)를 발명했

E

R

F

S

G

T

H

U

I

V

J

W

K

X

L

Y

M

Z

다. 이 코드는 회로가 켜져 있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긴 신호와 짧은 신호를 이용해 알
파벳을 표기한다. 회로가 짧게 켜
져 있는 신호는 점(Dot)이라고 하
고, 긴 신호는 선(Das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점, 점, 점, 선,
선, 선, 점, 점, 점’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구조 요청 신호 SOS

▲ 국제 모스 부호

이다.
역사 속에서 사용된 여러 다양한 데이터 송신과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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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와 바이트

핵심 용어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 회로를 사용한다. 이 회로에 쓰이는
비트: ‘비트(Bit)’는 이진수에서
표현 가능한 한 개의 숫자를 나타
내는 말로 이진법 숫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Binary digiT에서 온

데이터는 이진수 0과 1이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비트는 이진수에
서 숫자 한 개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데이터에 붙여진
이름이다.

말이다.

컴퓨터에 저장되고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는 간단히 말해 이 ‘비트’의 집합체
일 뿐이다. 비트의 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알파벳 ‘a’는 8비트의 크기
를 갖는다.
컴퓨터가 어떻게 알파벳과 숫자를 나타내는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소
리의 경우 간격을 두고 표본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고, 이미지
는 이미지 상의 점을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형식이 된다.

킬로바이트(kbyte)와 메가바이트(Mbyte)

핵심 용어
바이트: 비트가 여러 개(대부분

사람들은 흔히 컴퓨터 파일을 생성할 때 그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

8개, 예를 들어 10010101)가 모

떻게 저장되는지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킬로바이트’와 ‘메가바이

여 바이트(Byte)를 구성한다.

트’는 컴퓨터 저장 장치 및 메모리의 저장 용량, 파일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
하는 용어이다. 접두사 ‘킬로(Kilo)’는 1000이라는 뜻을, ‘메가(Mega)’는 백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메가바이트’는 바이트 1백만 개에 해당한다.
단위

크기

‘니블’ 하나는 반 ‘바이트’이다.

비트 (bit)

이진법 숫자, 0 또는 1

니블(Nibble)은 영어 동사로서

니블 (Nibble)

4비트

바이트 (Byte)

8비트

깨물다’라는 영어 동사 Bite와

킬로바이트 (kByte)

1024(210)Byte

발음이 같다.

메가바이트 (MB)

1024(210)kB

기가바이트 (GB)

1024(210)MB

테라바이트 (TB)

1024(210)GB

페타바이트 (PB)

1024(210)TB

‘음식을 야금야금 먹다’라는 뜻
이 있고, 바이트(Byte)는 ‘한 입

▲ 디지털 데이터, 컴퓨터 파일의 크기와 컴퓨터 메모리의 양을 표기하는 단위.

IT-생각하기
1.2.6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파일 사이즈를 나타내는 아래의 값을 각각 비트로 변환해 보자.
문제 풀이 과정도 기록하자.
a) 7kB

1.2.7

16

b) 29kB

c) 279kB

d) 1MB

1024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한다. 이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e) 2MB

1.2 암호 해독기

이진법에서 정보로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는 이진법으로 처리된다.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형태
를 띠든 컴퓨터는 입력받은 것을 이진법(1과 0)으로 변환하며, 그것은 CPU의 전
기 스위치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진법으로 표현된 결과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변환된다.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컴퓨터처럼 ‘생각’해 보기,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테스트해 보자.

IT-컴퓨팅하기
1.2.8

a) 단순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보자.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입력하고, 파일명을 ‘A’라고 하여 저장하자. 파
일 이름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뒤 ‘속성(Properties)’ 버튼을 누르고, 아래의 표에 바이트와 비트
의 형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기록하자.
b) 파일 A는 왜 26바이트일까?
c) A가 왜 26바이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보자. 그 설명이 맞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d) 이 문장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포함된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파일로 저
장하고 파일 이름은 ‘B’로 한다. 예를 들면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The lazy
dog does not bark!’ 같은 문장을 쓰면 된다. 그다음에, 방금 사용한 문장을 복사한 다음 새로운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기 해 보자. 이것을 ‘C’로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문장을 새로운 텍스트 파일에 다섯 번
붙여 넣은 다음 ‘D’로 저장하자. 아래 표의 나머지 부분도 완성해 보자. 어떤 점이 눈에 띄는가?
파일

파일 유형

글자 수

A: 단순한 텍스트 파일 (A-Z 알파벳)

.txt

26

B: 단순한 텍스트 파일 (문장 한 번)

.txt

C: 단순한 텍스트 파일 (문장 두 번)

.txt

D: 단순한 텍스트 파일 (문장 다섯 번)

.txt

사이즈(bytes)

사이즈 (bits)

e) 알파벳 한 글자는 몇 비트인가?

IT-생각하기
1.2.9

파일이 압축되지 않았다고 할 때, 1메가바이트에 보통 길이의 책은 몇 권 저장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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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도전 과제
학교의 비상 대피 계획을 만들어 보자.

2.1

문제 분해와 알고리즘

문제 분해하기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새로운 일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로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 이를 닦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

핵심 용어
분해하기(Decompose): 어떤 문
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한 작은 문제로 잘게 나누는 것.

이라고 가정해 보자. 언뜻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아이가 이를
제대로 닦지 못한다면 충치와 잇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분은 양치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먼저 양
치하는 행동을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 양치하는 사람과 양치하는 행위를 파악
하여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필요한 임무를 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 여러분들이 매일 해결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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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제 분해와 알고리즘

이 닦기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와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
우선, 칫솔이 있어야 한다.
치약도 필요하다.
이 닦는 동작을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닦는 동작을 어느 시점에서 마쳐야 한다.
위와 같이 이 닦기라는 문제를 분해해 보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
위 리스트의 첫 번째, ‘우선, 칫솔이 있어야 한다’에 따라오는 다른 문제가 여
전히 있다.
어떤 종류의 칫솔이 필요한가?
수동 칫솔과 전동 칫솔 중에 어느 것이 필요한가?
전동 칫솔이라면 충전이 되어 있는가?
충전해야 하는 칫솔이라면 적당한 콘센트가 있는가?
전동 칫솔이라면 잘 맞는 칫솔 머리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IT-컴퓨팅하기
2.1.1

평소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자. 특별히 생각을 해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
다. 그 일과를 최대한 간단한 여러 일들로 분해해서, 한 단계씩 써 보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같더
라도 모두 기록해 보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일들을 분해해서 써 볼 수 있을 것이다.
차 한 잔 타기

샌드위치 만들기

편지 부치기

이메일 답장하기

고양이에게 밥 주기

다 했으면, 옆 자리에 앉은 친구 또는 조원과 리스트를 교환하자. 그리고 상대방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
의 항목을 더 세부적인 여러 단계로 분해해서, 상대방의 일과를 더 세부적으로 분해할 때마다 분해한 사
람에게 1점씩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시합을 해 보자. 그리고 각자 몇 점을 받았는지 계산해 보자.

분해하는 기법은 다른 문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를 분해
함으로써 그 문제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문제를 분해
하게 되면 각각의 세부 단계는 더 간결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Unit 2.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알고리즘 작성하기
문제를 분해했으면 그다음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일련의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
이다.

핵심 용어
알고리즘(Algorithm): 어떤 문
제를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순차
적인 일련의 명령들의 모임. 알고
리즘(Algorithm)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
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 페르시아 수학자 무함마드 알-콰리즈미
(AD 780~850)

다시 이 닦는 문제로 돌아와 보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 알고
리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문제 상황/해야 할 일:

이 닦기

1단계

2단계

칫솔 찾기

3단계

치약 묻히기
5단계

4단계

입 헹구기

▲ 하늘이가 만들어 본 이 닦기 알고리즘

20

이 하늘
이 닦기
단계

칫솔 치우기

2.1 문제 분해와 알고리즘

IT-생각하기
2.1.2

하늘이의 알고리즘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 하늘이는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충분하
게 분해하지 않았다. 같이 살펴보자.
행위자가 누구이며 행위는 무엇인가?
알고리즘에서 어떤 고정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의 어디서부터 닦기 시작하는지, 이를 얼마나 세게 닦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쓰여 있는가?
한 이를 얼마나 닦고 얼마 후에 그 다음 이를 닦아야 하는지를 알고리즘에서 알 수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칫솔질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양치질을 언제 끝내야 하는가?
양치질을 끝마칠 때 칫솔을 치우게 되어 있는가?
그 외에 양치질에 대해 치과에서 들었지만 이 알고리즘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은 없는가?

IT-컴퓨팅하기
2.1.3

하늘이가 사용한 것과 같은 스토리보드 양
식을 사용해서, 하늘이의 알고리즘이 더 분
명하고 간결하면서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수정해 보자. 분명히 5개보다는 더 많은 단
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 했으면, 옆 친구와
서로 바꿔 보고 각자 쓴 알고리즘이 명확한
지,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자.

분명한가?

[    ]

간결한가?

[    ]

자세한가?

[    ]

정밀한가?

[    ]

문제를 분해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일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
웨어를 만드는 것과 같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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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심 용어

데이터와 패턴 확인

소호 지역의 콜레라
1854년, 런던의 소호(Soho) 지역은 콜레라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수백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현실에서의 문제 상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으며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 병

황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의 확산을 막을 방법은 도저히 없는 듯해 보였다. 당시에는 이 병의 원인이

위하여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콜레라균이라는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염되고 악취가 나

어떤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며 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

는 공기인 미아스마(Miasma)가 콜레라를 전염시킨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

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논리적

적인 생각이었다.

으로 생각하는 것.

존 스노(John Snow)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아스마설을 믿지 않았고,
소호 지역에 콜레라를 퍼뜨리는 것은 공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는 점을 증명
하려 했다. 당시에 쓰이던 용어는 아니었지만, 스노 박사는 컴퓨팅적 사고의
원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의 확산을 멈추려고 했다.

핵심 용어

문제 파악하기

데이터(Data): 가치 판단, 양이

스노 박사가 먼저 할 일은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그는 최대한 많

나 크기 측정 등 맥락 없이 축적

은 데이터와 정보를 모으는 데서 작업을 시작했다. 스노 박사의 연구에서 획

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1, 5, 7, 23, 46, 47, 49, 이

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콜레라에 거의 걸리

런 숫자들이 데이터이다.

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해 낸 것이었다. 더 조사해 보자 맥주 공장 직원들은 물

정보(Information): 질문을 하

대신 회사에서 공짜로 지급받는 맥주를 자주 마셨다는 점이 드러났다. 스노

거나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의미
가 더해지는 처리 과정을 거친 데
이터를 정보라고 한다. 예를 들

박사는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해 문제를 분해하였기 때문에 해답에 가까운 중
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어, 1, 5, 7, 23, 46, 47, 49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 이 숫자가
복권 당첨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된
다면 그때 이 숫자는 데이터에서

IT-생각하기

정보가 된다. 같은 데이터라도 서
로 다른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

1.2.2
2.2.1

스노 박사가 위의 실마리에서 추론해 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는 십진법으로는 일백십일이지
만, 이진법 체계에서는 일곱으로
해석 되며, 알파벳 I 세 개(로마 숫
자에서 셋을 뜻하는 III)로도 해석

패턴 발견하기

될 수 있다.

스노 박사가 다음에 한 일은 콜레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집중 조사해서 얻
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소호 지역의 지
도에 콜레라 사망 환자가 발생한 지점을 하나하나 표시했다.

22

2.2 데이터와 패턴 확인

▲ 존 스노 박사가 1854년에 작성한 소호 지역의 지도.
지도에 그려진 검은색 막대 하나하나가 콜레라 사망 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IT-컴퓨팅하기
2.2.2

스노 박사의 지도를 본 후, 위 지도의 복사본을 준비하여 컴퓨팅적 사고에서 중요한 두 단계를 밟아 보자.
데이터 모으기
a) 소호 지역에는 식수 펌프가 몇 개 있는가?
b) 식수 펌프의 위치가 어디인지 복사한 지도 위에 표시해 보자.
c) 각 도로에서 몇 번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지 세어 보고(막대 하나가 한 사람이 콜레라로 사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도 위에 기록해 보자.
패턴 발견하기, 가설 검증하기
d) 사망자의 수에 따라 도로의 색을 달리해서 색칠해 보자.
20명 이상 사망한 도로는 빨간색으로
16~19명이 사망한 도로는 주황색으로
10~15명이 사망한 도로는 노란색으로
3~9명이 사망한 도로는 파란색으로
3명 이하가 사망한 도로는 초록색으로
e) 데이터를 가공/처리하면 정보가 된다. 여러분이 처리한 정보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 보자. 소호 지역의
콜레라 유행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더 이상의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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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도 스노 박사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브로드 스트리트
(Broad Street)의 식수 펌프가 콜레라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을 파악해 냈다면
맞게 본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펌프 옆에 있던 오물통이 새고 있
었고 오물통 안의 대변이 펌프와 이어진 파이프에 흘러 들어가면서 식수에 콜
레라 균이 퍼지게 된 것이었다. 스노 박사는 재빨리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펌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그 펌프로부터
전염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었고, 콜레라도 곧 사라지게 되었다.

스노 박사의 알고리즘
스노 박사의 과학적 방법론 덕분에, 사람들을 콜레라 균에 감염시키는 것은
공기 중의 악취가 아니라 물속의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지도를 통해 콜레라 발병 모델을 세워 본 후 질병이 어디서 감염되는지 찾아

핵심 용어

냈던 그의 비범함은 바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올바르게 분석하는 데 있었
모델(Model): 실제 상황을 본
떠 만들어진 것.
패턴 식별(Pattern identification): 원래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아
보는 것.
가설 검증(Hypothesis testing): 어떤 설명에 대해 과학적

다. 스노 박사의 알고리즘이 생명을 구한 셈이다.

1 문제를 파악한다.
2 문제를 분해한다.
3 사망자의 수와 식수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4 패턴을 찾아내고 가설을 검증한다. 사망자 발생 지역과 식수 펌프의 위치
를 비교하여 전염된 식수지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인 관찰과 조사를 거쳐 시험하여
테스트해 보는 것.

1854년 스노 박사가 콜레라 발병에 대처할 때 사용한 이 같은 알고리즘은
일반화될 수도 있다. 즉 같은 방법으로 다른 콜레라 발병 사건이나 여러 질병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까
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 왔다.

▲ 스노 박사는 브로드 스트리트의 펌프를 폐쇄하기 위해 손잡이를 뽑아 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펌프는 손잡이가
제거된 채로 그 자리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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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탕가 지역의 말라리아
1단계: 문제를 파악하라
말라리아는 지구 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
에 의해 전염되며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번식지에 살충제를 뿌려서 모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East African News
키탕가(Kitanga) 지역, 사망자 늘어
동아프리카의 키탕가 지역에 있는 네 개의 마을에는

하지만, 마을 노인들은 살충제 대량 살포가 해답이라고

600여 명의 주민이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 사망

생각하지 않았다. “그 비싼 화학 살충제는 누가 부담할 거

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요?” 또한 노인들은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중 가장 큰 B 마을에는 400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미

“늪지는 소에게 먹일 식수와 물고기를 제공해 주는 중요

6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다. A와 D 마을에는 각각

한 곳인데 그런 강력한 화학 물질이 섬세한 늪지 생태계에

100명의 인구가 있다. A 마을에서는 1명의 희생자만 나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소?”라면서 말이다.

으나 D 마을에서는 지난 주에 3명이 사망했다. C 마을에

주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을 사용할 수

는 보다 적은 30명의 주민이 있고,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B 마을에서

않았다.

는 50%가 모기장을 이용하지만 D 마을로 가면 사용률
이 40%로 떨어진다. A 마을에서는 20%가, C 마을에서는
10%만이 모기장을 이용한다.
해당 지역의 키탕가 지역 병원은 각 마을의 전염 상황
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마을

감염자 수

사망자 수

A

1

1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전파시킨다.

B

14

6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의 보건부 장관이 키탕

C

3

0

D

9

3

가 지역을 방문하여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 살충제를 살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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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컴퓨팅 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형식
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화와 일반화란 비슷한

추상화(Abstraction): 아이디어

특성을 가진 여러 문제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19세기

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부

영국 소호 지역 스노 박사 사례를 일반화하면, 20세기 키탕가 지역의 말라리

분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공통적인 패턴

아 발병 상황에도 유사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을 찾아내는 방식.

미 문제를 파악했는데, 이것은 스노 박사의 알고리즘 1단계에 해당된다. 이제

일반화(Generalization): 특정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개
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
하는 능력.

IT-생각하기
2.2.3

이 상황에서 말라리아 발병을 막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2단계: 문제를 분해하라
마을 노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는 이
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라리아는 기생충을 가진 얼룩날개모기가 사람들을
물 때 기생충이 옮겨지면서 전파되어 감염된다.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은 늪
과 같은 고인 물이라는 점도 앞에서 살펴보았다.

성충
알

유충

번데기
▲ 모기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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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데이터를 수집하라
관련 신문 기사와 키탕가 지역의 지도를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 내야 하므로, 지도를
꼼꼼히 분석하고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찾아보자.

A
2

5 cm : 5 km

B
1

3

4
C

IT-생각하기

5

마을
강

2.2.4
D

늪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 둘 스프레
드시트 문서를 만
들어 보자.

▲ 동아프리카의 키탕가 지역

4단계: 패턴을 찾아내고 가설을 검증하라
모델이란 사람들이 실제 상황을 모방하고 그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가 종종 사용되는데, 특히 수
적인 데이터가 관련되어 있을 때 컴퓨터가 쓰인다.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복잡한 연산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패턴을 찾아내기 쉽도록 결과를 표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할 일을 컴퓨터는 몇 초 만에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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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2.2.5

수집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고, 스프레드시트를 사용
하여 세 개의 그래프 모델을 만들어 보자.
모델 1: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늪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

IT-생각하기
2.2.6

모델 2: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늪에서 감염된 사람의 마을
별 비율 (왜냐하면 각 마을별로 다른 인구수를 가지고

만든 세 그래프를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자. 어

모델 3: 모기장을 쓰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가까운 위치의 늪에서

느 늪에 살충제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 수의 마을별 비율

뿌려져야 할까?

세 모델은 키탕가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 각각 다른 늪
을 지목하고 있다.

16
14
감염된 사람의 수

12
10
8
6
4
0

▲

2
2

3

5

모델 1: 감염자 수를 토대로 한 그래프에 따르면, 늪 3이
말라리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4

가장 가까이 있는 늪

16

12

14
모기장을 쓰지 않는
감염된 마을 거주자의 비율

감염된 거주자의 비율

10
8
6
4
2
0

10
8
6
4
2

2

3

5

4

가장 가까이 있는 늪
▲ 모델 2: 각 마을별 비율을 고려하면, 데이터는 말라리아의

원인으로 늪 5를 지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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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2

3

5

4

가장 가까이 있는 늪
▲ 모델 3: 모기장을 쓰는 인구를 제외하면, 늪 4에

살충제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2 데이터와 패턴 확인

IT-생각하기
2.2.7

컴퓨팅 사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평가하
여, 그중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a) 세 모델 중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자. 데이터를
가장 적게 입력하고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느 모델인가?
b)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 말라리아 발생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알고리즘인가?
c) 세 해결책을 비교 및 대조해 보고, 나은 순서대로 순위를 설정해
보자. 순위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이유도 설명해 보자.
모델화하는 것은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실제 삶의 축소된 모방일
뿐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한 늪이 아니라 여러 늪이 감염된 상태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

5단계: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IT-컴퓨팅하기
2.2.8

키탕가 지역의 노인들이 미래에 사용하
거나 다른 지역의 마을 노인들이 앞으로
의 말라리아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
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앞에서 사용했
던 알고리즘 스토리보드를 사용해 보자.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단지 키
탕가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도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도움이 되도록 추상화되고 일반화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 컴퓨터 과학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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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 대피 도전 과제

도전 과제

우리는 비상 대피 계획이 평소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생활한다.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이륙하기 전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제대로 된 대피 계획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상 대피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비상 대피 계획과 비상 대피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건물에서 떠나야 하고 지정된
지점까지 어떻게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지 설명해 보자. 대피 계획에는 모두가 집합 지점까지 안전하
게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 대피도
2층 화재 시 계단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오.

기호
현재 위치
엘리베이터
소화기
무장애 통로
출구
화재 경보기

▲ 일반적인 비상 대피도

이 도전 과제를 완성해 내기 위해서는 컴퓨팅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IT-컴퓨팅하기
2.3.1

문제를 파악하라.
학교 전체의 비상 대피도를 작성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니까, 범위를 좁혀 보자. 여러분의 비상 대피 계획은
학교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을 계획할 것인가? 어느 구역 전체, 어느 한 층, 혹은 교실 하나의 대피도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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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2.3.2

문제를 분해하라.
문제를 더 작고 세부적인 문제들로 나눠 보자. 예를 들어, 학교 건물 전체를 층과 층간 계단으로 나눠 볼 수 있고,
한 층을 교실과 복도로 구분할 수 있고, 교실을 문과 통로, 책상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문제 상황을 분해하기 위
해 체크해 볼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문제를 시각화하라: 비상 대피가 실제로 일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까?

어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무슨 일이 일어

그 방법은 가장 거리가 짧은 방법인가, 아니면 시간이

날까?

덜 걸리는 방법인가? ‘가장 좋은’ 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피

무엇일까?

해야 하는 사람을 선생님들과 학생들로 구분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대

대피 시 사람들이 어디에 집합해야 할까?

피 과정을 책상 ⇨ 통로, 통로 ⇨ 문, 문 ⇨ 복도,

대피해야 할 사람들 중 특히 고려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

복도 ⇨ 계단,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모두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IT-컴퓨팅하기
2.3.3

데이터를 수집하라.

대피 계획

대피 계획은 올바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

복도 대피 계획

다. 복도의 길이를 추정하거나 아이가 계단 하

걷는 속도(미터/초)

10미터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초)

나를 내려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추측해

교실에서 안전한 집합 지점까지의 거리(미터)

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대피 경로

대피할 사람의 수

를 걸으면서 복도와 출입구의 넓이와 거리를 측

한 사람당 대피에 걸리는 시간(초)
곱해야 할 숫자(1인당)
모두 대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초)

정하고 계단의 수를 세고 또한 잠재적인 위험 요
소나 방해물이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직접

계단 대피 계획
10계단을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초)

대피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재어 봐서 실제 데

내려가는 속도(계단 수/초)

이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내려가는 데 필요한 시간(초)

최대 대피 인원 수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교실에서 안전한 집합 지점까지 걸리는 총걸음 수
내려가야 할 사람의 수
곱해야 할 숫자(1인당)
모두 내려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초)

분,초로 변환

시간(초)

시간(분)

▲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31

Unit 2.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2.3.4

패턴을 찾아내고 가설을 검증하라.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모델링을 하자. 한 구역에서 1층과 관련된 데이터는 같
은 구역의 2, 3층의 데이터와 기본적으로는 같겠지만, 계단을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 학
생이 계단 한 층을 안전하게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내려오는 상황을 설정하
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한 반이 대피하는 경우만 생각한 대피 계획을 만
들었다면, 한 구역에 다섯 반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대피를 지연시키는 요소에는 무엇
이 있을까? 대피 경로가 여러 개 있어야 할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패턴’을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시 사항
을 계속 반복하는 대신, 앞서 말한 지시 사항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할 수 있을까?
모든 복도의 길이와 넓이가 같은가?
계단 통로의 크기가 모두 같고, 층마다 계단의 수가 같은가?
만약 3층짜리 건물의 대피 계획을 세운다면, 층마다 대피 계획이 모두 같은가? 같은 대피 계획을 각 층에 공
통적으로 적용해도 될까?

IT-컴퓨팅하기
2.3.5

추상화
대피 계획과 비상 대피도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황을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자. 대신, 대피 과
정의 세부적인 각 상황에 따로따로 접근해 보자. 한 과정에서의 모든 세부적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한 다음에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생각하자. 예를 들어, 집합 지점에서 사람들을 줄 세우거나 점호를 실시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계단을 내려오도록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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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 대피 도전 과제

IT-컴퓨팅하기
2.3.6

알고리즘을 작성하라.
대피 계획에 알맞은 알고리즘을 만들자. 올바른 알고리즘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밀하고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대피 계획은 지시 사항과 도표를 포함한 포스터로 만들어진 다음, 교실 벽에 걸리게 될 것이다.

IT-생각하기
2.3.7

만약 앞서 설정한 것과 다른 학교의 다른 구역에 대한 비상 대피 계획을 만들게 되었다면, 완전히 처음부터 새
로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의 대피 계획 중에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까? 만약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일반화이다.

▲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만든 계획을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 건물과 현대에 세워진 학교 건물에 유사한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까? 호텔이나 병원과 같은 더 큰 건물에도 여러분의 대
피 계획을 응용해 볼 수 있을까? 기차역이나 유람선의 대피 계획에는 어느 정도나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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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도형그리고,
조작하기

도전 과제
켈트·이슬람 미술 패턴과 같은 도형을 그리고 배열하는 미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3.1

도형, 패턴 그리고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 예술 그리고 수학
컴퓨터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수학, 예술, 컴퓨터 과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추상화라는 말은 그 세 분야에서 모두 사용된다. 컴퓨터 과학에서 추상화란

핵심 용어
추상화(Abstraction): 아이디어
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부
분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공통적인 패턴
을 찾아내는 방식.
일반화(Generalization):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개
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

실제 상황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면을 찾아내는 것
을 말한다.
수학에서 추상화란 어떤 문제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세부적인 맥락
을 배제하고 여러 맥락 속에서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추상화란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사물을 해석하
려는 것이다.
예술가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에게는 모두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
러분이 하는 비디오 게임만 해도 정말 많은 창의성이 발휘된 분야이다. 게임

하는 것.

의 캐릭터, 배경, 그래픽과 게임 플레이 과정은 모두 디자이너들과 프로그래

(여러분은 2단원에서 키탕가 지

머들이 협력한 결과물이다.

역의 말라리아 문제를 다뤘을 때
추상화와 일반화하는 것을 이미
적용해 보았다.)

수학자, 예술가, 컴퓨터 과학자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물에서 패턴
을 발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의 치료제를 찾으려 할 때 과학자들은 이미 발
병한 사람들의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으
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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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형, 패턴 그리고 알고리즘

▲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 과학자, 수학자이자 발명가였다.
그가 살아 있었을 때 컴퓨터 과학이 존재했더라면, 그는 아마
뛰어난 컴퓨터 과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추상화하여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파악해 낸
다음 그 개념들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시키곤 했다. 문제 해결에
컴퓨팅적 사고를 활용한 것이다.

IT-생각하기
3.1.1

컴퓨터 과학, 예술과 수학이 연결된 다른 사례가 있을까? 아래의 이미지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 2012년 런던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의 설계도, 그리고 완성된 경기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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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도형 그리고, 조작하기

도형

핵심 용어

도형, 그중에서도 기하학적 도형은 특히 수학, 예술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서
기하학적 도형(Geometerical
shapes): 수학적인 규칙에 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사각형은 기하학적 도형이다. 정사각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라 만들어진 형상.

네 개의 외각이 모두
똑같이 90˚이다.
내각과 외각을 합하면
180˚가 된다.

90°

90°

내각 네 개가 모두 똑같이
90˚이다.

네 개의 선이 있다. 모든
네 개의 선이 길이가 같다.

IT-생각하기
3.1.2

주위에서 어떤 도형을 볼 수 있는가? 아래의 사물들을 보고, 도형의 형태로 더 간결하게 그려 본 다음 특징을
말해 보자.

36

a

b

c

d

3.1 도형, 패턴 그리고 알고리즘

패턴
패턴도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턴이란 어떤 규칙이 반복되어 계속
나타나는 개념을 말한다. 숫자 패턴에서부터 시각적·과학적 패턴에 이르기까
지 패턴은 정말 어디에나 있다. 패턴을 통해 우리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IT-생각하기
3.1.3

a) 아래의 숫자 배열에서 어떤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가?

11, 22, 33, 44		

2, 4, 8, 16

b) 각 배열에서 그다음에 이어질 값 세 개를 써 보자.
c) 앞 페이지의 그림 b, c, d에서는 어떤 패턴이 드러나는가?
d) 주위를 둘러보자. 여러분 주위에 어떤 패턴이 보이는가?

알고리즘
테오 판 두스부르흐
(Theo van Doesburg)
는 추상화 화가였다. 그

IT-생각하기
3.1.4

판 두스부르흐의

는 종종 사물의 도형과

그림에서 어떤

색을 탐구하여 기하학

도형을 볼 수 있

적 형상으로 재현했다.

는가?

판 두스부르흐의 그림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길이가 서로 다른 선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는 것은 바로 작품을 분해하는 것이다.

핵심 용어

어떤 것을 더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분해 과정이 사용된
다. 예를 들면, 학교에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가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일을

분해(Decomposition): 어떤

세부적으로 나눠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음료를 준비하고 다른 좋아하는 음식을

것을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

넣는 등의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판 두스부르흐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기 위

는 과정.

해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과 여러 종류의 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부터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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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도형 그리고, 조작하기

알고리즘 설계하기

핵심 용어

알고리즘은 순차적인 일련의 명령으로, 이 명령어들을 따

알고리즘(Algorithm):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결하고

라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사각형을 그리

자 할 때 순차적인 일련의 명령들의 모임.

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자.

IT-계획하기
3.1.5

a) 여러분이 외계인한테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

종이의 정중앙에 펜을 둔다.

다고 가정해 보자. 외계인에게 뭐라고 지시해야 할까? 지시 사항을
써 보고, 친구에게 전달해서 실제로 명령을 따라 하도록 해 보자.
힌트: 아래의 내용을 시작으로 더 써 볼 수 있겠는가?

중앙에서 위쪽으로 길이가 5cm인
선을 그린다.

종이의 정중앙에 펜을 둔다.
중앙에서 위쪽으로 길이가 5cm인 선을 그린다.
펜을 90도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펜을 90도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b) 친구가 정사각형을 잘 그렸는가? 지시 사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
이 있는가?

알고리즘 다듬기
판 두스부르흐의 그림에는 여러 부분에 여러 다양한 도형이 그려져 있다. 각

핵심 용어
좌표(Coordinates): 정확한 위
치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는 값
이나 값의 짝. 2차원을 나타내기

도형은 캔버스 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수학자들은 2개의 값을 사용해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좌표라고
한다.

위해서는 x와 y 값을 사용하는데

x는 위치가 가로로 어디 있는지 알려 준다.

x는 면의 가로 거리를 나타내고,

y는 위치가 세로로 어디 있는지 알려 준다.

y는 면의 세로 거리를 나타낸다.

컴퓨터는 좌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므로, 컴퓨터가 x와 y값을 이용해 시작 지
점을 나타내도록 시킬 수 있다.

y
7
6
5
4

x = 4, y = 5.

3

보물은 4, 5에 있다.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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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형, 패턴 그리고 알고리즘

IT-계획하기
3.1.6

모눈종이에 x축과 y축을 설정해 보자. 두 개의 축에 0부터 20까지 숫자를 매겨 보자. 각각 다른 위치에 다른 색
으로 세 개의 정사각형을 그려 보자.
정사각형을 어떻게 그릴지 외계인에게 지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자. 각각의 정사각형을 그릴 때 어떤 색을
사용해서 그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리기를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출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효율적인 알고리즘 만들기
알고리즘은 되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알
고리즘을 짧게 만들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더
짧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명령을 ‘반복’하는 것이

반복이 없을 때

반복이 있을 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아래를 다섯 번 반복하시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왼발을 앞으로내디디시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예시를 보면 두 알고리즘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은 기본적으로 같다. 하지만 두 번째 알고리즘이 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짧은데, 같은 절차를 다섯 번 모두 쓴 게 아니라 오른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발-왼발 패턴을 다섯 번 반복하라고 썼기 때문이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시오.

핵심 용어

IT-계획하기

반복(Iteration): 더 효율적인

3.1.7

이상 실시하는 것.

해결을 위해 동일한 과정을 1번

3.1.6의 IT-계획하기에서 여러분이 썼던 지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자.
반복하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더 짧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3.1.8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모서리를 하나 그릴 때마다 90도를 돌려야 한다. 이것이 외각이다.
a) 아래의 각 도형에 있어서, 외각(도형을 그릴 때 통과해야 하는 각도)은 몇 도인가?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직사각형

b) 360면을 가진 도형은 어떤 모양일까?

외각

내각

c)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3.1.9

여러분이 종이 위에 직접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해 두스부르흐 식의 작품을 그려 보자. 이후에는 여러분이 디
자인하는 대로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도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선 그림에 어떤 도형, 패턴
과 색이 사용될 것이고 어느 위치에 그릴 것인지를 생각해 두자. 예를 들어, 두스부르흐의 그림에서처럼 정
사각형, 직사각형과 선만 사용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다른 도형을 여러분의 그림에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선
명한 기본색을 사용할지 다른 색을 추가해 볼지 창의성을 발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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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고, 조작하기

3.1 단원에서는 판 두스부르흐의 작품을 살펴보았고, 반복하기를 이용하여
정사각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았다. 이제는 기하학
적 형상을 만들기 위해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분해와 추상화 과정을 사용해 보자.

짝 프로그래밍
▲ 짝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들

‘짝 프로그래밍(Paired programming)’은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한 대의 컴
퓨터로 함께 작업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사람(드라이버/운전자)은
코드를 작성하고, 다른 한 사람(옵저버/관찰자)은 코드를 한줄한줄 검토하면
서(코드란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어를 말하는 컴퓨팅 용어이다.) 코드를 디
버그한다(코드가 맞도록 수정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머들은 아이
디어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

IT-계획하기
3.2.1

a) 3.1.9의 IT-계획하기에서는 여러분이 판 두스부르흐 식의 그림

빨간색 펜을 선택한다.

을 직접 그렸다. 이제,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 있는 기하학적 도형
이 무엇이 있었는지 써 보자.

펜을 (5, 10)에 둔다.

b) 짝 프로그래밍으로 각각의 기하학적 형상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cm 되는 선을 긋는다.

1. 빨간색 펜을 선택한다.
120˚

2. 펜을 (5, 10)에 둔다.
3.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cm 되는

펜을 120도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선을 긋는다.

120˚
120˚

4. 펜을 120도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5. 3단계와 4단계를 세 번 반복한다.

3단계와 4단계를
세 번 반복한다.

알고리즘을 그래픽 프로그래밍으로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한 알고리즘을 알지 못
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픽
이나 텍스트 형식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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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고, 조작하기

그래피컬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텍스트로

핵심 용어

나타내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많은 경우 드래그 앤
드롭 방식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그래피컬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래피컬 프로그래밍(비주얼 프로그래밍; Graphical
programming): 문자로 된 명령어보다는 그래픽적
(블록) 명령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형태.

넘어가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 스크래치(Scrath)의

▲ 데이지 더 다이노소어

블록 명령어

▲ 앨리스(Alice)

(Daisy the Dinosaur)

IT-컴퓨팅하기
3.2.2

a) 짝 프로그래밍을 통해 여러분이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해 보자.
힌트: 알고리즘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클릭했을 때
펜 색깔을

(으)로 정하기

펜 내리기
4 번 반복하기
▶ 스크래치에서는 ‘( )번 반복하기’ 블록을 통해
반복할 수 있다. 어떤 명령이 몇 번이나 반복되
어야 하는지 지정할 때 사용하는 블록이다.

50 만큼 움직이기
90 도 돌기

b) 도형이 움직이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형의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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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도형을 그리고, 조작하기

켈트·이슬람 미술
켈트 미술과 이슬람 미술에서는 자연 세계를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패턴과 도형을 사용한다.

이슬람 미술과 켈트 미술의 예시. 위에 있는 이슬람 미술품에서
는 정십이면체(같은 크기의 선분이 12개 있는 도형)를 연속적으
로 겹쳤다. 왼쪽의 켈트 미술품에서는 도형의 선이 더 곡선에 가
깝고, 원과 고리 모양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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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도형을 그리고, 조작하기

IT-생각하기
3.3.1

켈트 미술과 이슬람 미술도 패턴과 도형을 사용하지만 판 두스부르흐와는 그 방식이 다르다. 아래의 두 미술
품과 판 두스부르흐의 작품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사용된 도형과 도형이 배열된 방식
을 눈여겨 보자.

▲ 켈트 미술(예시)

▲ 이슬람 미술(예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텍스트 기반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

핵심 용어

용자가 명령어를 텍스트로 입력해야 한다. 프로그램 화면에는 ‘터틀(Turtle)’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Text-

혹은 커서를 조정한다.

based Programming): 사용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

자가 컴퓨터에 텍스트로 된 명

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대부분

령어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은 텍스트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텍스트 기반 프

만드는 것.

로그래밍 언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파이썬

▲ C++

▲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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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그리는 프로그램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
하여 작성
우리는 이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
을 작성해 보았다. 이 경험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똑같은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T-생각하기
3.3.2

아래에 있는 두 종류의 지시 사항을 보고, 왼쪽의 그래픽을 통한 지시 각각을 오른쪽의 텍스트 기반 지시
사항에 연결시켜 보자.

클릭했을 때
펜 색깔을

(으)로 정하기

SetPenColor 3
PenDown
Repeat 4 [forward 50 right 90]

펜 내리기
4 번 반복하기
50 만큼 움직이기
90 도 돌기

이 예시에 등장한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 스크래치(Scratch)이고, 오른쪽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로고(Logo)이다.

IT-계획하기
3.3.3

아래의 각 도형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라.
a red square (빨간색 정사각형)
a yellow triangle (노란색 정삼각형)
a green pentagon (초록색 정오각형)
a shape of your choice (만들어 보고 싶은 도형)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처리 과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반복 절
차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의
이름을 ‘정사각형’이라고 붙인 다음, 그 명령어를 지시 사항을 프로그램 안에
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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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도형을 그리고, 조작하기

프로그래밍 언어 로고(Logo)에서는 ‘정사각형’ 그리는 명령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o square
repeat 4 [forward 50 right 90]
end

이제는 앞에서 설정한 ‘정사각형’이라는 명령어를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repeat 36 [right 10 square]

IT-컴퓨팅하기
3.3.4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3.3.3의 IT-계획하기에서
작성한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 코드를 입력해 보자.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맨 처음에 있던 도전 과제를 아직 기억하는가? 켈트·이슬람 미술에 사용되는 도형을 그리고 위치를 정해
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자는 과제였다.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3.3.5

3.3.6

a) 켈트·이슬람 미술품에 있는 것과 같은 도형을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리고 도형의 위치를 정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작품을 그리기

만들어 보자.

위한 코딩을 해보자.

b)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짝 프로그래밍, 추상화, 분해 그리고 반복
하기를 이용해 보자.

45

Unit 4

애니메이션
만들기

도전 과제
시퀀스, 반복, 절차, 선택 및 변수와 같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해 뮤직비디오에 있는 춤 동작을 재현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4.1

핵심 용어

알고리즘

정확한 알고리즘은 얼마나 중요할까?
3단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알고리즘은 일련의 명령들의 모임으로, 이 단계들

알고리즘(Algorithm): 어떤 문
제를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순차
적인 일련의 명령들의 모임.

을 따라 수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춤 동작도 기본적으로는 댄서에게
순서대로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과 춤
동작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

IT-컴퓨팅하기
4.1.1

댄스 영상을 20~30초 본 다음 영상에 나온 춤 동작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각각의 동작을 순서도를 사용해
나열해도 되고, 스토리보드에 사람 모형을 그려서 설명해도 된다.

핵심 용어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한다. 3단원에서 살펴
보았듯이 알고리즘이 부정확하면 댄서에게 주어지는 부정확한 춤 동작은 춤

드라이 런(Dry run): 작성된 프
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
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드라
이 런은 텍스트로 작성된 프로그
램이 실행될 때 각 변수의 상태를

을 망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도형을 제대로 그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각각의 과정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각 동작이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알고리즘대로 미리 한번 프로그램을 한 단계씩 돌

기록하므로 프로그램 코드 한 줄

려 보는 것을 드라이 런이라고 하는데, 드라이 런은 최종적으로 더 정확한 알

에 드라이 런 한 줄이 대응해서

고리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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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알고리즘

IT-생각하기
4.1.2

a) 만약 댄서들이 춤 동작에 설정된 알고리즘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분은 댄서가 춤을 추는 동안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b) 알고리즘 자체에 어떤 부정확한 점이 있으면 춤을 출 때 문제가 될까?
c) 만약 춤 중간에 한 명의 댄서가 추는 솔로 댄스가 있으면 알고리즘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까?

로봇은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이는 댄서들이 음악에 맞
춰 춤을 추는 것과 같다.

핵심 용어
실행하기(Execute): 일련의 명
령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IT-컴퓨팅하기
4.1.3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누가 로봇 팔 역할을 맡
고 누가 명령을 내릴지 역할을 정해 보자. 명령
을 내리는 쪽은 로봇 팔 쪽에게 연필 같은 물체
를 집어 올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면 무
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명령
을 내리는 대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로봇 팔 역
할을 맡은 쪽은 눈을 감고 팔과 손을 이용해 주
어진 명령에 따라 보자.

▲ 예를 들면, 자동차를 조립할 때, 로봇은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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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4.1.4

앞의 4.1.3 IT-컴퓨팅하기를 떠올려 보자.
a) 명령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았을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
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b) 명령을 내리는 쪽이 로봇 팔 쪽에 내린 명령은 알고리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그렇지 않으면” 등의 ‘반의어’가 많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가?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c) 앞에서 작성한 알고리즘을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d)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4.1.3의 알고리즘을 다시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IT-컴퓨팅하기
4.1.5

다시 한 번 팀을 이루어, 누가 로봇 팔 역할을 맡고 누가 명령을 내
릴지 역할을 정해 보자. 3팀 이상일 경우에는 종이 비행기 제작 과
정을 각 팀이 조금씩 나누어 맡고, 완성된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
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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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알고리즘

IT-생각하기
4.1.6

앞의 4.1.5 IT-컴퓨팅하기를 다시 떠올려 보자.
a)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더 큰 문제 해결의 일부로서 수행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b) 댄서들이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디버깅하고 큰 반복 부분을 더 작게 분해해 볼 수 있는가?
그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IT-생각하기
4.1.7

a) 아래에 나열된 작업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보자.
인간이 하기 더 적합한 작업
컴퓨터가 하기 더 적합한 작업
b)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설명해 보자.

친구에게 편지 쓰기
자동차 만들기
초등학교 수업 진행하기
경로를 계산하기
시 쓰기

요리하기
신호등 관리하기
그림 그리기
기저귀 갈기
화학 공장의 공정 모니터링하기

IT-계획하기
4.1.8

도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춤 동작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적합한 뮤직비디오를 선정한
후, 4.1.1 IT-컴퓨팅하기처럼 여러분이 재현할 춤 동작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 이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게 될
동영상의 기초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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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핵심 용어

시퀀스, 반복 그리고 절차

시퀀스 사용하기

시퀀스(Sequence): 하나씩 특

여러분이 3단원에서 추상적인 도형을 그리기 위해 작성한 알고리즘에서는

정 순서에 맞게 실행되는 명령들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퀀스가 사용되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의 집합.

알고리즘이다.

반복(Iteration): 더 효율적인 해

댄스 영상을 볼 때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댄스 동작의

결을 위해 동일한 과정을 1번 이

시퀀스가 반복되어 전체 춤 동작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 실시하는 것.

공장의 로봇이나 댄서가 시퀀스를 계속하여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
(Iteration)을 사용한다. 시퀀스를 루프(Loop)에 포함시켜 멈추게 할 때까지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간단한 댄스 동작의 시퀀스를 보여 주는 ▶

시작

반복적인 순서도

왼쪽 발을 앞으로

오른쪽 발을 앞으로

왼쪽 발을 제자리로

오른쪽 발을 제자리로

무한 반복하기

정지?
YES

▲ 스크래치(Scratch)에는 ‘무한 반복’ 블록이 있
어서, 과정을 종료할 때까지 같은 명령을 계속
실행하도록 해 준다. 스크래치 2.0에서는 위
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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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NO

4.2 시퀀스, 반복 그리고 절차

IT-컴퓨팅하기
4.2.1

a)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여러분이 4.1.8 IT-계획하기에
서 만든 춤 동작 알고리즘을 가지고 댄스 시퀀스를 프로그래밍
해 보자. 시퀀스가 끝날 때는 스프라이트(캐릭터)가 맨 처음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b) 이 단원에서 앞서 배웠던 시간 조절에 대해 떠올려 보자. 동작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기’ 명령을 추가하고, 현실감 있는
댄스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대기 시간을 조정하자.
c) 이 시퀀스를 ‘무한 반복’에 넣어라.
d) 여러분이 만든 춤에 어울리는 음악을 하나 찾아서 프로그램에

핵심 용어

함께 추가해 보자.
절차(Procedure): 프로그래밍
에서 명령의 순서를 정해 두어 다
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
을 말한다.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

절차와 함수
절차와 함수는 시퀀스를 추상화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시퀀스 전체를
매번 반복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때는 여러분

서나 사용 가능하다.
함수(Function): ‘절차’처럼, 추
상화된 일련의 프로그램 명령들
의 집합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
다. 절차와 같이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며, 프로그

은 추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 전체를 전달하지는 않

램의 다른 장소로 정보를 돌려보

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부탁받은 사람이 빵 두 장을 펼쳐서 버터를 바르고,

내 줄 수도 있다.

치즈를 얇게 잘라서 빵 한쪽에 얹고 다른 한쪽 빵을 그 위에 얹는다는 것을

절차 추상화(Procedural ab-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의 세부 사항을 ‘절차’나 ‘함수’ 속

마찬가지로, 각 댄스 시퀀스를 절차라고 한다면,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절

straction): 프로그램 처리 과정
에 숨겨두는 것.

차에 있는 시퀀스를 호출하여 반복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을 절차 추상화라고
한다.
즉 절차와 함수는 몇 번이고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코드의 일부이다. 절차
와 함수 모두 프로그램 중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함수의 경우에
는 프로그램의 어떤 장소에든 그 함수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스크래치
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51

Unit 4. 애니메이션 만들기

둘 다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코드이다. 초록색 깃발 아래 있는 블록에 사용
되는 코드는 두 절차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드럼(Drum)’
하나는 ‘방향(Direction)’이다. 여기에서처럼 절차를 사용하면 필요한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클릭했을 때
1 부터

360

1 초 동안

x:

1

번 타악기를

1 부터

360

1 초 동안

x:

사이의 난수
-200
0.25

부터

도 방향 보기
200

사이의 난수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박자로 연주하기

사이의 난수

도 방향 보기

클릭했을 때
2

번 타악기를

1 부터

360

-200
0.25

부터

200

사이의 난수

클릭했을
때
direction

박자로 연주하기

사이의 난수

directiondrum

도 방향 보기

drum

x:

1 초 동안
3

번 타악기를

1 부터

360

1 초 동안

x:

4

번 타악기를

1 부터

360

1 초 동안

x:

5

번 타악기를

1 부터

360

x:

1 초 동안
6

번 타악기를

1 부터

360

1 초 동안

x:

7

번 타악기를

-200
0.25

부터

사이의 난수
-200
0.25

부터

0.25

부터

0.25

부터

0.25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drum

2

direction

사이의 난수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drum

정의하기

부터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drum

0.25 박자로 연주하기

3

4

direction
drum

사이의 난수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direction

정의하기

5

1 부터

360

1 초 동안

x:

사이의 난수
-200

부터

도 방향보기
200

사이의 난수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direction
drum

6

direction

도 방향 보기
200

drum type

번 타악기를

3

drum

사이의 난수

도 방향 보기
200

drum

drum type

direction

도 방향 보기
200

2drum

direction

도 방향 보기
200

direction

박자로 연주하기

사이의 난수
-200

y:

direction

박자로 연주하기

사이의 난수
-200

사이의 난수

박자로 연주하기

사이의 난수
-200

200

박자로 연주하기

1

1

사이의 난수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drum

7

박자로 연주하기

절차는 프로그램의 다른 장소에서 입력받는데, 이
데이터는 절차가 호출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클릭했을 때
direction
drum

들면, 이 프로그램의 첫 Drum은 1을 갖고 이 값에 따

1

라 1을 연주한다. 두 번째에는 새로 전달된 값에 따라

direction
drum

정의하기

Drum 2를 연주한다.

2

direction
drum

drum drum type

drum type

번 타악기를

0.25 박자로 연주하기

Direction은 프로그램의 다른 장소에서 아무 데이터

3

값의 전달을 받지 않는 간단한 절차이다. Random 명
령을 세 번 수행하여 화면에서 스프라이트(캐릭터)의
방향과 위치를 변화시킨다.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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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1 부터

360

1 초 동안

x:

사이의 난수
-200

부터

도 방향보기
200

사이의 난수

y:

-200

부터

200

사이의 난수

으로 움직이기

으로 움직이기

4.2 시퀀스, 반복 그리고 절차

정의하기
모양을
0.3

breakdance

정의하기

0.3

모양을
0.3

breakdancer1-a

breakdancer1-b

breakdancer1-c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으)로 바꾸기

breakdancer1-b

정의하기

(으)로 바꾸기

클릭했을 때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모양을

무한 반복하기

breakdancer1-a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breakdance

breakdancer1-c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5 번 반복하기

breakdance

모양을
0.3

dancebreak

▲ 위의 스크래치 2.0에서는 춤 동작의 브
레이크댄스 시퀀스가 ‘브레이크댄스’라
는 절차로 저장되었다. 시퀀스가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안에 넣
었다.

(으)로 바꾸기

breakdancer1-a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breakdancer1-b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2 번 반복하기

dancebreak

breakdancer1-b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 여기에서는 ‘브레이크댄스’ 절차와 ‘댄스브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두
개의 절차가 메인 프로그램에 호출되어 어떻게 다르게 실행되는지 볼
수 있다. ‘무한 반복’ 블록이 제거되면 시퀀스가 실행되는 횟수를 조절
할 수 있다. 위에서는 ‘브레이크댄스’는 5번, ‘댄스브레이크’는 2번 반복
된다.

IT-계획하기
4.2.2

춤 동작의 각 댄스 시퀀스를 하나 이상의 절차로 정
리하여 순서도로 만들어 보자. 이 방법으로 애니메
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댄스 동작을 모델링해 보자.

IT-계획하기
4.2.4

앞서 뮤직 비디오에서 정리했던
댄스 동작 목록을 사용하여, 팀원
과 함께 필요한 스프라이트(캐릭
터) 모양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IT-컴퓨팅하기
4.2.3

4.2.2의 IT-계획하기에서 만들었던 순서도와 위에
서 살펴본 브레이크댄스 예시를 이용하여 스프라
이트(캐릭터)를 이용한 두 개 이상의 절차를 만들어
보자. 그다음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여러 절차를 결합한 춤을 만들어 보자.

스스로가 목록에 있는 댄스 동작
을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
어서, 사진을 그래피컬 프로그래
밍 언어로 불러오면 된다. 혹은
그 댄스 동작을 나타내기 적합한
이미지나 스프라이트를 찾아봐
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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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택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말지를 판
단하기 위해 밖에 비가 오는지 창문을 내다볼 것이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고,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이
다. 여러분은 날씨라는 조건에 따라 행동(우산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정 조건에 만족
되면 그 결과 일어날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게 된다.

핵심 용어
선택(Selection):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로를 택할지 고르는 것.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상황에 놓이면 ‘만약…라면(If)’ᤩ이라는 구문이 사용된
다.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면 조건이 제대로
성립되었는지, 조건에 따라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확
인할 것이다.
댄스 영상을 보면 댄스 동작의 시퀀스가 전체 춤을 구성하기 위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시퀀스가 언제 어느 순서로 반복되는지
를 결정할 때 ‘선택’이 사용된다. 실감 나는 댄스 동작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에
서는 여러 종류의 시퀀스가 특정한 패턴에 따라 반복될 것이다.

‘만약…라면, 아니면(If~else)’ 구문
춤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한 종류는 ‘만약…라면, 아니면
(If~else)’ 구문이다. ‘만약…라면, 아니면(If~else)’ 구문은 조건이 만족될 경
우에는 어느 한 절차를 실행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실행
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노래가 코러스 단계에 있으면 코러스에 맞
는 댄스 시퀀스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2절용 댄스 시퀀스를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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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raining? yes or no
클릭했을 때
Is it raining? yes or no
만약

대답

묻고 기다리기

= yes

라면

보이기
아니면
숨기기

yes
▲ 스크래치 2.0에서 어떻게 ‘만약…라면, 아니면(If~else)’ 구문을 프로그래밍하는지 볼 수 있다.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을 보여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산을 감춘다.

시작

비가 오는가?

변수 사용하기
NO

스크래치 2.0에서는 ‘브레이크댄스’ 절차와 ‘댄스
브레이크’라는 다른 절차가 메인 프로그램에 호출되
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하기
모양을
0.3

(으)로 바꾸기

breakdancer1-b

breakdancer1-c

초 기다리기

5 번 반복하기

breakdance
(으)로 바꾸기

(으)로 바꾸기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정의하기
모양을
0.3

dancebreak

0.3

breakdancer1-b

(으)로 바꾸기

breakdancer1-a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dancebreak

초 기다리기

모양을

2 번 반복하기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breakdancer1-a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클릭했을 때

초 기다리기

모양을
0.3

breakdance

YES

breakdancer1-b

(으)로 바꾸기

초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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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의 댄스 시퀀스는 고정된 횟수 동안 반복된다. 만약 다른 댄스에서
도 이 시퀀스를 다시 사용하고 싶지만 반복 횟수를 다르게 하고 싶다면, 고정
된 반복 횟수 대신 변수(Variable)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브레이크댄
스’와 ‘댄스브레이크’ 시퀀스를 몇 번이나 반복할지 직접 물어볼 수 있고, 사용
자의 대답에 따라 시퀀스가 그 횟수만큼 반복될 것이다.

What’s your name? 묻고 기다리기
▲ 스크래치 2.0에서 입력할 수 있는 명령은 ‘묻고 기다리기’라는 블록이다.

다음의 예시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저장하기 위해 ‘BD’와 ‘DB’라는 두 개
의 변수가 사용된다. 이 두 변수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브레이크댄스’와 ‘댄스
브레이크’ 절차를 각각 몇 번 실행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클릭했을 때
How many times BreakDance
을(를)

BD

대답

로 정하기

How many times DanceBreak
을(를)

DB
BD

대답

묻고 기다리기

묻고 기다리기

로 정하기

번 반복하기

breakdance

DB

번 반복하기

dancebreak

IT-컴퓨팅하기
4.3.1

두 개의 댄스 시퀀스를 절차로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무한 반복’
블록을 이용하여 첫 번째 시퀀스가 반복되다가 어떤 특정한 키를
누르면 두 번째 시퀀스가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렇
게 하면 간단한 댄스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반복’과
‘선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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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택

도전 과제

이 단원의 시작 부분에 있던 도전 과제를 기억하는가? 시퀀스, 반복, 절차,
선택 그리고 변수와 같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해 뮤직 비디오에 있는
댄스 동작을 재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과제였다.

IT-컴퓨팅하기
4.3.2

여러분은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을 갖
추게 되었다. 이제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언어와 여러분이 고른 이
미지를 이용해 도전 과제를 완성해 낼 수 있다.
3단원에서 동작 명령에 대해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스프
라이트(캐릭터)가 마치 실제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공연을 펼치듯이
시간에 따라 무대에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 해 보자.
각각의 댄스 시퀀스를 절차로서 만들고, 이 절차들을 이용해 동영
상을 만들어 보자.
패턴 인식과 추상화에 대해 배웠던 것도 다시 떠올려 보자. 전체 댄
스 동작 중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아올려라. 만약 자신감
이 붙으면 더 복잡한 춤 동작들도 추가해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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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컴퓨팅의 기초

도전 과제
컴퓨터는 주어진 명령에만 따르므로, 우리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명령을 컴퓨
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
한 연산을 하기 위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를 위해 기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5.1

현대 디지털 컴퓨팅의 시작

컴퓨터 개척자들
다목적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계산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몫이
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연산⋅계산을 돕는
도구가 사용되어 왔다.
안티키테라(Antikythera)는 초기의 기계적
인 아날로그 ‘컴퓨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졌다. 이는 해와 달의 위치, 달
의 위상, 일식, 월식, 그리고 다양한 행성의 위치
를 계산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이 만든 복잡한 기
계 장치이다. 하지만 우리는 1980년대까지만 해
도 이 기계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몰랐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
스칼(Blaise Pascal)은 1645년에 첫 계산 장치를
고안했다. 이 기계에는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한
일련의 눈금판과 톱니바퀴가 장치되었다.
▲ 안티키테라 기계(Antikythera mechanism), 기원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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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대 디지털 컴퓨팅의 시작

1672년경에, 고트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라는 독일인이 파스칼의 기계를 더
발전시켜서 ‘단계 계산기(Step Reckoner)’를 만들었고, 이
기계는 사칙 연산 네 종류를 모두 할 수 있었다. 라이프니
츠는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계산 때문
에 노예처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기는 베를 짜는 베
틀이었다. 1725년에 프랑스 직조공 바실 부숑(Basile

▲ 파스칼의 계산기(Pascal’s wheel), 1645년

Bouchon)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베틀의 바늘이 구멍에 들
어갈지 말지를 제어했다. 이 기계는 이후에 다른 프랑스인
죠셉-마리 자카드(Joseph-Marie Jacquard)가 발전시켜
펀치 카드가 무늬를 한 줄 한 줄 제어하도록 만들었다. 이
카드는 한 번에 천 개가 넘는 바늘을 제어할 수 있어서, 복
잡한 디자인을 만들고 반복할 수 있었다. 1800년의 이 발

▲ 단계(계단식) 계산기, 1672년

명품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었다.

▲ 자카드의 천공 카드, 1800년

1834년에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는 해석 기관
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컴퓨터와 놀랄 만큼 유사

▲ 배비지의 해석 기관, 1834년

한 기계 장치였다. 그러나 배비지의 발명품은 시대를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기계가 완성되지 못했다. 그의 장치 설계
에는 계산을 하는 중앙 연산 장치(밀, Mill)와 숫자를 기억
하는 부분(스토어, Store) 그리고 입력과 출력 방법이 포함
되어 있었다.

IT-생각하기
5.1.1

입력

연산

출력

배비지의 해석 기관과 여러분이 1단원에서 본 컴퓨터
시스템 모델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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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
영국 시인 바이런 경의 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 백작 부인은
배비지의 생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배비지의 해석 기관이 베르누이
수(Bernoulli numbers)라고 하는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
즘을 고안했고, 이 알고리즘에는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기’와 동작
의 ‘반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첫 번째 알
고리즘이었고, 이를 발명한 에이다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배비지의 해석 기관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작업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는 없었다.
▲ 에이다 러브레이스

허먼 홀러리스와 IBM(Herman Hollerith and IBM)
허먼 홀러리스(Herman Hollerith) 박사는 미국 통계국에서 1890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기계를 만들었다. 그는 자카드의 생각을 발전시켜 천공
카드를 이용해 수집된 데이터를 나타냈다. 카드에 뚫린 구멍의 위치가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는 형식이었다. 카드에 난 구멍으로 핀이 지나가 눈금판에 데이
터를 기록하면서 전자 회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전의 1880년 인구 조사를
분석하는 데 8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1890년의 결과 분석은 2년으로 줄어들
었으며, 미국 재무부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홀러리스가 설립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가 은퇴했을 때는 직원 중
한 사람이 회사를 인수했고, 1924년 회사 이름을 IBM(International Busi▲허먼 홀러리스

ness Machines)으로 바꿨다. IBM은 현재 세계적인 IT 기업으로서 사십만 명
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판매한다.

콜로수스(Colossus)
1930년대에 들어 전자 기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진정한 전자 계
산 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2차 대전 중 암호문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서 1943년 토미 플라워스(Tommy Flower)와 맥스 뉴먼(Max
Newman)은 콜로수스(Colossus)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콜
로수스는 처음으로 완전히 전자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이진법 컴퓨터로 인
정받고 있다.
콜로수스는 암호 해독이라는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 고안되었고, 범용성
을 갖는 기기는 아니었다.
▲ 토미 플라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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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악(ENIAC)
범용성을 갖는 첫 번째 기기는 1946년
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존 모클리(John
Mauchly) 박사와 그의 학생 J. 프레스퍼 에
커트(John Presper Eckert)에 의해 발명되
었다. 에니악(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ENIAC)은 미사일
궤도를 계산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포
함한 여러 과학적 응용에 활용되었다.
▲ 에니악, 1946년

맨체스터 베이비(The Manchester Baby)
맨체스터 소규모 실험 기계(Manchester Small-Scale Experimental Machine)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이며 ‘맨체스터 베이비(Manchester
Baby)’라는 별명이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1948년 6월에 실행되었다. 프로
그램에는 단 17개의 명령들로 구성되었으며 컴퓨터가 정답을 찾는 데는 52분이
소요되었다. 맨체스터 베이비는 ‘맨체스터 마크 원(Mark-I)’이 되었는데 이것은
페란티 마크 원(Ferranti Mark-I, 맨체스터 전자 컴퓨터)의 원형이 되었다. 페란
티 마크 원은 1951년 2월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다목적 컴퓨터가 되었다.

▲ 맨체스터 베이비, 1948년

▲ 페란티 마크 원, 1951년

IT-컴퓨팅하기
5.1.2

18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대표를 만들어 다목적 컴퓨터가 발달해 온 역사를 기록해 보자. 적당한 글과
이미지로 연대표를 채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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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세대
진공관
1946년부터 1955년 사이에 설계되었던 초기의 ‘1세대’ 이진 컴퓨터는 처리
에 진공관(진공 밸브)을 이용했다. 진공관은 매우 컸고 전기 소모량도 컸다.
에니악은 무게가 30톤이었고 길이가 25미터, 너비가 6미터 그리고 높이가 3
미터에 이르렀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여 에니악이 동작할 때마다 필라델피아

▲ 진공관

의 전등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트랜지스터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는 1946년에 트랜지스터를 공동 발명
했다. 트랜지스터는 진공관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전기를 훨씬 적게 소비했
다. 1953년부터 1963년까지 발명된 2세대 컴퓨터들은 점점 작아지고 더 효
율적으로 발전했다. 1세대 컴퓨터는 스위치와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
그램되었지만 2세대 컴퓨터는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를 사용했
다. 프로그래밍에 이진법 대신 ‘ADD num’과 같은 간단한 단어가 사용된 것
이다. COBOL, FORTRAN과 같은 첫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시기에 개
▲ 2세대 컴퓨터

핵심 용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더 추상화
되어 읽고 쓰기 쉬운 사용자 친화
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발되었다.

집적 회로
집적 회로가 발명되면서 1964년에서 1970년 사이에 3세대 컴퓨터의 시대
가 시작되었다. 집적 회로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작은 ‘칩’이고, 그 위에는 전
자 회로가 있다. 3세대 컴퓨터는 더이상 입·출력에 천공 카드와 프린터를 사
용하지 않았고, 대신 키보드와 모니터를 사용했다. 3세대 컴퓨터는 여러 프로
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에 나온 기기들보다 훨씬 작고 더
효율적이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 집적 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1971년부터 1991년 사이에 4세대 컴퓨터의 시대를 예
고했다. 4세대 컴퓨터는 첫 번째 개인용 컴퓨터였고, 컴퓨터의 프로세서 전체
가 칩 한 개에 구현되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마우스, 휴대 장
치가 이 시기에 개발되고 발전했다.

▲ 마이크로프로세서

62

5.1 현대 디지털 컴퓨팅의 시작

멀티 코어 프로세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5세대 컴퓨터의 특징은 집적 회로
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이 집적 회로에는 ‘코어(Core)’라고 하는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중앙 처리 장치(CPU)가 탑재된다. 예를 들어, 쿼드 프

IT-컴퓨팅하기
5.1.3

로세서에는 4개의 프로세싱 코어가 있고 프로그램 명령들도 병렬적으로 처
리된다.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때는 순전히 과학 분야에서, 혹은

5.1.2 IT-컴퓨팅하기에
서 만들었던 연대표에
1~5세대 컴퓨터를 추
가해 보자.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컴퓨터가 이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출력
CPU 코어와
L1 캐시

CPU 코어와
L1 캐시
뒷면

버스 인터페이스와
L1 캐시

앞면

▲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구성도

▲ 멀티 코어 프로세서

IT-컴퓨팅하기
5.1.4

이 단원에서는 컴퓨팅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아래에 더 많은 관련 인물들이 있다.
존 배커스(John Backus)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

팀 버너스 리(Tim Burners-Lee)

진 사멧(Jean Sammet)

조지 불(George Boole)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

캐슬린 부스(Kathleen Booth)

스테파니 ‘스티브’ 셜리(Stephanie ‘Steve’ Shirley)

세이모어 크레이(Seymour Cray)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Edsger Dijkstra)

앨런 튜링(Alan Turing)

스티븐 퍼버(Stephen Furber)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빌 게이츠(Bill Gates)

모리스 윌크스(Maurice Wilkes)

그레이스 호퍼(Grace Hopper)

소피 윌슨(Sophie Wilson)

스티브 잡스(Steve Jobs)

지네트 윙(Jeannette Wing)

브라이언 윌슨 커니건(Brian Wilson Kernighan)

니클라우스 워스(Niklaus Wirth)

페테르 나우르(Peter Naur)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

a) 이 목록에서, 또는 이 단원에서 등장한 인물 중에서 다섯 명을 선택해서 그들이 컴퓨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설명해 보자.
b) 그 다섯 명 중에서 다시 한 명을 선택해 그 인물이 한 일을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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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계를 프로그래밍하기

기계 명령어(Machine instructions)
1936년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이론상의 기계에 적용할 일련의 규칙들
을 발표했는데, 이 규칙들은 이후 오늘날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블(프로그램 작
동이 가능한) 컴퓨터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은 튜링의 생각을 바탕으로 당시부터 지
금까지도 대부분의 컴퓨터가 사용한 기본 구조와 원리를 만들어 냈다. 폰 노
이만 구조(Von Neumann architecture)에서는 모든 프로그램 명령어와 데이
터가(이진의 형태로) 기억 장치에 다같이 저장된다.
맨 처음에 컴퓨터는 스위치와 연결 케이블을 사용해 프로그래밍되었다. 당
시의 컴퓨터는 각각 따로 제작되었으므로 모든 컴퓨터는 같은 일을 하는 데에
도 서로 다른 명령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CPU도 마찬가지로 같은

▲ 앨런 튜링

일을 하는 데에도 서로 다른 이진법 코드와 다른 기계 명령어를 필요로 한다.

기억 장치

제어 장치

산술 논리
장치
누산기

입력
▲ 폰 노이만 구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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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에드박(EDVAC) 프로그래밍 패널

5.2 기계를 프로그래밍하기

기계 명령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용어

무엇인가를 실행하라는 명령어, ‘연산자’
명령어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나 기억 장치의 위치에 대한 정보,

연산자(Operator): CPU에 지
시를 내리는 부분.

‘피연산자’

피연산자(Operand): 명령어
(연산자)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나
기억 장치의 위치를 CPU에게 전
달하는 부분.

1

0

0

1

0

1

0

1

연산자

0

1

1

0

피연산자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s)
컴퓨터 사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어셈블리어가 개발되었다. 어셈블리어

핵심 용어

란 기계의 이진법 명령어 세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기억하기 쉬운 코드인데,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어셈블러(assembler)에 의해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 CPU에 명령을 내리기 위

기계어로 변환한다.

해 이진법보다는 기억하기 쉬운

명령어가 이렇게 바뀐다.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

100101010110

code)는 연산자를 나타내기 위

어. 연상 기호 코드(Mnemonic
해 사용되고, 레이블(Label)은 피

STA NUM1

연산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다. 연상 기호란 무언가를 기억하
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용하는 글

숫자를 저장하라.

기억 장소에 ‘NUM1’이라고

자 패턴이다.

레이블을 붙여라.

어셈블리어 한 개는 기계 명령어 한 개에 대응한다. 컴파일된 고급 언어 프
로그램에는 각각의 고급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개의 기계 명령어로 구
성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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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누산기(Accumulator): 컴퓨터
가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
주의 사항: INP, OUT과 같은 명
령어는 자동적으로 피연산자가
누산기로 설정되므로, 피연산자

예를 들어, 만약 어셈블리어가 입출력값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
다면:

INP
OUT
HLT

누산기에 있는 값을 사용자에게 출력하라는 의미
정지하라는 의미. 항상 프로그램이 언제 정지할지 지
시해 줘야 한다.

가 지정되지 않아도 된다.
변수(Variable): 기억 장치에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 누산기로 옮기라는 의미

DAT NUM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붙여

특정 기억 장소(Memory location)를 ‘NUM’이라
고 레이블을 붙여 데이터 저장 장소로 쓰라는 의미.

지는 이름.

‘NUM’은 변수로서,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 저장 공간
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아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출력값을 내보내는 매
우 간단한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된다.

INP
OUT
HLT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 누산기에 옮겨라.
‘NUM1’이라는 기억 장소에 그 숫자를 저장하라.
누산기에 있는 숫자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라.
정지하라.

NUM1 DAT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이 기억 장소를 ‘NUM1’이라
고 레이블을 붙여라.

이 명령들은 기억 장소에 저장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억 장소

내용

0

INP

1

STA NUM1

2

OUT

3

HLT

4

NUM1 DAT

NUM1 DAT이 기억 장소 4에
있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가
‘NUM1’을 참조하면, 컴퓨터는
값을 얻기 위하여 기억 장소 4를
찾아볼 것이라는 뜻이다.

5

사용자는 코드가 기억 장소에 바로 저장될 수 있도록 편집기(Editor)를 이용
하여 파일에 코드를 입력한다.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전까지 아무 동작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한번 실행되게 되면 HLT 명령어로 멈추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각각의 명령어를 차례로 실행하게 된다. 컴퓨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순서
를 기억하는 특별한 영역도 있는데, 이를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라
고 한다.
66

5.2 기계를 프로그래밍하기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뒤의 CPU 순서도는 아래와 같다.
기억 장치
0

INP

프로그램 카운터

1

STA NUM1

누산기

2

OUT

3

HLT

4

NUM1 DAT

입력

출력

5

IT-생각하기
5.2.1

아래의 표를 이용해 페이지 위에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드라이 런 해 보자. 각 단계에서 CPU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각 위치에 기록해 보자. 표의 첫 두 줄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명령어

프로그램
카운터

누산기

입력

출력

NUM1

0

1

5

5

-

-

1

2

5

-

-

5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실행될 명령어의 위치를 저장한다는 점 잊지 말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명령을 두 개 추가해 보자.

ADD FIRST
SUB FIRST

핵심 용어

누산기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든 거기에 FIRST라는

드라이 런(Dry run): 작성된

이름의 기억 장소에 저장된 것을 더하라는 의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산기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든 거기에서 FIRST라
는 이름의 기억 장소에 저장된 것을 빼라는 의미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드라이 런은 텍스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각 변수의
상태를 기록하므로 프로그램

이제 두 숫자를 입력하고 그 둘을 더하거나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뺄 수 있
게 된다.

코드 한 줄에 드라이 런 한 줄이
대응해서 작성된다.

IT-컴퓨팅하기
5.2.2

두 숫자를 더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드라이 런 해 보자. 입력값으로는 5와 7을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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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PU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CPU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CPU는 기억 장소, 입력, 출력, 누산기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를 이용해 간단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세심하게 제어해야 한다. 그러므
로 CPU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Memory address register)와 기억 장치 데이터 레지스터(Memory data register)이다.

IT-생각하기
5.3.1

예를 들면, 명령어가 NUM1과 같은 데이터 항목을 참조할 때,

IT-컴퓨팅하기에서 여러분이

기억 장치(Memory)에서 NUM1의 실제 위치가 기억 장치 주소

만들었던 드라이 런 표에 열(세

레지스터에 입력된다.

로 칸)을 두 개 더 추가하여, 하

누산기는 직접 기억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신 기억 장치 데

나는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

이터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한다. 기억 장치 데이터 레

(MAR), 다른 하나는 기억 장치

지스터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입력하면, CPU가 그 위치(1)에

데이터 레지스터(MDR)라 하자.

있는 데이터를 기억 장치 데이터 레지스터로 옮겨서(2) 누산기가

드라이 런을 완성해 보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3).
CPU 순서도는 아래와 같다.

기억 장치

기억 장치 어드레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누산기

입력

(3)

(1)

0

INP

1

STA NUM1

2

OUT

3

HLT

4

NUM1 DAT

기억 장치 데이터
레지스터

(2)
출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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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PU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가

도전 과제
이 단원 시작 부분에 있던 도전 과제를 기억하는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로
그램을 만들어서 간단한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과제였다.
수학의 대수(Algebra)에서 알지 못하는 수를 나타내기 위해 문자를 사용한다. a+b 혹은
a-c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NUM1과 같은 변수이다. 간단한 명령과 변수를
이용해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마치 간단한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게 할 수 있다.
두 숫자를 더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는데, a+b-c의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어셈블리어에서 두 가지 명령이 더 필요하다.

SUB THIRD

누산기에 있는 값에서 THIRD라는 이름의 기억 장소에 있는
값을 빼라는 의미

LDA FOURTH

누산기에 FOURTH라는 이름의 기억 장소에 있는 값을 빼라
는 의미

IT-계획하기
5.3.2

a와 b, c의 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여 a+b-c의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힌트: 계산기에서 이 계산을 먼저 해 보고, 그때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기억하자. 예를 들어, 3+5-2를
하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한다.

3

+

5

=

-

2

=

먼저 3+5를 입력하고 결과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2를 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IT-컴퓨팅하기
5.3.3

a)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a+b-c를 계산해 보자. a=5, b=7, c=3 그리고 a=6, b=3, c=8이라는
값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자.
b) 변수를 세 개 두는 대신 하나만 두어서 같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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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웹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도전 과제

핵심 용어
인터넷(Internet): 인터넷이란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세 가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해 보자.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전
세계적인 통신망이다.
서버(Server): 네트워크(인터
넷을 포함하여)에 연결되어 디
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에 접속하

6.1

웹(Web)이란

려는 요청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인터넷

말한다.
인공물(Artefact): 교육·문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인공물. 디지

인터넷은 ‘아르파넷(ARPANET)’이라는 시스템으로 처음 시작했다. 아르파

털 자원 전부가 인공물인 것은 아

넷이란 미국 대학 및 연구 기관 여러 곳에 있던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컴

니며, 그 전부가 정말로 자료에

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붙여진 이름이었으며, 이 기관들이 서로 연구를

속하는 것도 아니다.
클라이언트(Client): 네트워크

공유할 수 있게 하려던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였다.

(인터넷을 포함하여)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에서 받
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서버
서버는 책과 같은 자료를 보관하는 도서관에 비유될 수 있다. 서버는 디지
털 데이터를 저장한다.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보관된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 서
버에 연결하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책 등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

IT-생각하기
6.1.1

도서관과 인터넷에
요청할 수 있는 자
원과 서비스(사람
이 만든 자원이든
아니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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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같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로는 웹 페이지(Web page) 같은 것이
있다. 서버에 저장된 웹 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사람은 보통 인터넷에 연결하고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한 그룹처럼 서로 협력한다. 그래서 만약 누
군가가 요청한 항목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는 그 그룹
안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 항목을 요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6.1 웹(Web)이란

◀ 인터넷을 시각화한 지도.
각각의 선은 장치 간의 연
결을 나타낸다.

인터넷의 중심에는 ‘기간망(Backbone)’이 있는데 이것은 ‘T1 네트워크
(A Tier 1 network)’로 알려진 슈퍼컴퓨터들의 네트워크이다. 이 컴퓨터들

핵심 용어

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요청 경로를 설정한다. 이 기간망은 대학
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는 대부분 인터넷의 원활한 흐름에 기여하려는 목적

웹 브라우저: 월드 와이드 웹상의

으로 기간망을 운영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웹 페이지 방식으로 디
지털화되어 저장된 정보를 표시

인터넷의 주 목적은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는 두 장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하는 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있든지, 접속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확실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구글의 크롬(GoogleⓇ Chrome),

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인터넷 없이는 컴퓨터가 같은 방
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이외에는 연결될 수 없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
스플로러(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같은 웹 브라우저가
있다.

인터넷은 월드 와이드 웹 이상이다
서로 다른 서버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한다.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 메일을 내려
받고, 웹 서버에 접속해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하고, 음악 스트리밍(Streaming)

네트워크: 디지털 데이터와 서비
스가 전자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
록 하는 연결된 여러 컴퓨터 또는
통신 기반 시설.

서버를 통해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서비스에 접속한다. 북극에 설치된
기상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그 센서를 추적하고 있는 대학 부서에 데이터
를 보낼 것이다.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장치로는 인터넷에서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선을 사용하면 발생했을 장거리 통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6.1.2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가능한 한 많이 열거해 보자. 그중 어느 것이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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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웹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웹
핵심 용어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 www 혹은 Web): 인터
넷상에서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줄여서 www 혹은 웹)은 인터넷상의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웹이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웹 페이지
를 무질서하게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모든 웹 사이트는 서로 아주 다르고 독
립적인 사람들이나 기기들이 따로따로 웹 사이트를 만들지만 그 모두가 하이

한 디지털 웹 페이지가 서로 연결

퍼링크 시스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웹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되어 있는 시스템.

이동하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정보를 모으고 여러
분의 생각과 발견을 전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용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웹 서버에 저장된 웹 페이지는 대체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HTML)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는 특정한 형식에 따라 쓰여진다. 우리는 HTML을 통해 인터넷에서 웹 페이지

HTML): HTML은 웹 페이지를 만

를 볼 수 있게 된다. 마크업 언어는 웹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

들고 브라우저에 다른 정보를 표

서에 삽입되어, 컴퓨터가 어떻게 정보를 표시할지 알려 주는 명령어들로 구성

시하는 데 사용하는 마크업 언어
(Markup language)이다.

되어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마크업 언어는 계산 작업도 수
행하지 않고, 디지털 자원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

▲ 웹 페이지로 알려진 HTML 문서는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로는 애플의 사파리(Apple Safari), 모질라의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구글의
크롬(Google Chrome)이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이용하여 다른 웹 페이지 사이
에, 혹은 같은 웹 페이지 사이를 연결한다. 하이퍼텍스트의 역사는 컴퓨터상
의 파일 대부분이 문자로만 배열되어 있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진
을 파일에 직접 삽입하는 대신 사진이 어디 있고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 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었다. 마치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여
러 도서관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듯, 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다른 웹 자원
(텍스트, 이미지, 영상 그리고 다른 미디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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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좁아
우리는 모두 여러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이고, 집단
각각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사람들 각자가 속한 집단
은 모두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공통적
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
람과도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세상이 좁다는 말은 우
리는 이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모두 서로에게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에는 ‘여섯 단계의 법칙’이
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 사람 A와 사람 B 사이는 여섯 단계 떨어져 있다.

IT-생각하기
6.1.3

미래에는 여러분의 사회 연결망을 이용하여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 그런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IT-컴퓨팅하기
6.1.4

케빈 베이컨(Kevin Bacon)은 할리우드 배
우인데, 그는 할리우드 배우 두 사람 중 한
명과는 영화를 같이 촬영해 본 적이 있다
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 말은 거의 맞았

▲ 할리우드 배우 케빈 베이컨

다.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배우들이 직접 케
빈 베이컨과 직접적으로 영화를 촬영했
거나, 혹은 그와 영화를 촬영한 사람과 함

IT-계획하기

께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베이

6.1.5

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색 엔진에 ‘Kevin Bacon number(케빈 베
이컨 지수)’를 입력하고 케빈 베이컨 지수를
알려 주는 웹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분이 좋아
하는 배우 3~4명과 베이컨이 몇 단계나 떨

여러분이 스카우팅 활동, 스포츠, 연극
반, 학교 등을 통해서, 또는 이웃, 가족,
친구로서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
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러분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 보여 주는 모형도를 그려 보자.

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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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 사람 알지?
월드 와이드 웹에는 어떤 페이지가 또다른 페이지에 연결될지 지정해 주는
권한이 없다. 정보를 찾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연결된 페이
지들은 보통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 웹을 둘러볼 때 여러분은 보통 원하는 내
용에 도달할 가장 짧은 경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클릭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무
엇인지 알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목적지에 도
달하게 될 수도 있다.
케빈 베이컨이 가장 뛰어나거나 가장 인기 있는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
▲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urners Lee).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되었다.

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아주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에게 권력을 줄 수 있다. 웹 페이지의 경
우 페이지의 ‘인기’는 그 페이지에 하이퍼링크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를 통
해 측정할 수 있다. 많은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하
여 웹 페이지를 배열한다. 많은 링크가 연결되어 있거나, 인기 있는 웹 페이지
에서 링크를 걸고 있는 웹 페이지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페이지가 ‘더 낫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더 인기 있을’ 뿐이
다. 그러므로 검색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URL이란?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이며, 웹 주소를 뜻하는 기술
적인 명칭이다. 찾고 있는 디지털 자원을 웹의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지 가
르쳐 준다.
여러분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면 https://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s’는 ‘안전하다(Secure)’의 약자이며, 웹 사
이트가 자료 전송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했다는 뜻이다.
cgi, php, asp라는 확장자는 클라이언트와의 상호 작용에 기초하여 서버에
동적 페이지(Dynamic page)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장바구니 기
능이 있는 웹 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어떤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을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경로가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컴퓨터 프로
그램의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그것은 스크립트(Script)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인데,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쇼핑을 할 때, 동적 페이지에 발생하는 모든 세부

핵심 용어

사항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한다.
웹 주소는 전화번호처럼 개별적이며,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글자로 구성된

프로토콜(Protocol): 컴퓨터들

텍스트 주소와 파일 경로는 사람들이 웹을 탐색하기 더 쉽도록 해준다. 텍스

사이에 정보를 주고 받을 때

트 주소와 파일 경로 뒤에 붙은 숫자와 기타 문자는 웹 브라우저를 웹 사이트

따라야 하는 통신 방법에 대한
규칙과 명령.

의 숫자 주소로 직접 연결해 준다. 예를 들어, www.hodder.co.uk의 숫자 주
소는 89.197.122.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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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취급하는

도메인 이름, 즉

이 부분은 파일 경로인데, 서버의 드라이브 내에서 해당

파일명에는 종종 끝에

데이터에 따른

이 웹 페이지를

웹 페이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 준다. 여기에서는

html이나 htm이 붙는다.

서버의 종류를

관리하는 서버의

/computeit은 모든 Compute-IT 자료가 출판을 위해

이것은 여러분이 웹

보여 준다.

웹 주소이다.

보관되어 있는 서버상의 폴더이고, /bookone은 서버가

디자이너가 만든 정적

전송할 웹 페이지의 파일명이다.

페이지(Static page)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개는 URL의
‘접두사(Prefix)’ 즉

http://www.hoddereducation.co.uk/computeit/bookone.html

도메인 주소 앞에 오는
정보이다.
도메인 접미사(Suffix)이다. 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가 어느 국가 소속인지,
그리고(혹은) 서버를 소유한 회사·기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예를
브라우저가 사용해야 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다. 브라우저에게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고 어떻게 전송되는지 알려준다.
‘http://’란 데이터가 하이퍼텍스트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프로토콜로는 ftp와 file이 있다.

들어, ‘.com’은 회사(Company)를 의미하고, ‘.co.uk’는 영국(UK)의 회사,
‘.gov.uk’는 영국의 정부(Government) 서비스를 뜻한다. 때로는 새로운 도메인
접미사가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제는 ‘.tv’가 온라인 TV 서비스를
상징하며 쓰인다. 같은 도메인 이름에 두 개의 다른 접미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abcompany.co.uk와 abcompany.org.uk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기관의 두 사이트일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IT-컴퓨팅하기

6.1.6

6.1.7

가상의 웹사이트 URL에 대한 다음 설명을 읽고 웹 주

웹상에는 URL을 짧게 줄여 주는

소를 재구성해 보자. 또한 이 웹 페이지들이 각각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

(Dynamic)인지 정적(Static)인지 구분해 보자. 예를 들

데, 이를 이용하면 웹 주소의 길게

어, about.html은 www.bigserver.co.uk 에서 HTML

이어지는 글자와 숫자를 외울 필요

프로토콜을 통하여 다운로드되었고, 서버의 ‘Projects’

가 없다. 이런 서비스는 URL을 어

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되었는데, 이 폴더는 ‘Public’

떤 목록에 추가한 다음 길이를 줄인

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었다. 이 사이트의 URL

URL ‘별명(Alias)’으로 돌아오는 방

은 http://www.bigserver.co.uk/public/projects/

식으로 작동한다. URL 별명으로는

about.html 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적 페이지이다.

http://tinyurl.com/pr433fn 과 같

a) help.html은 HTML 프로토콜을 통해 오스트레일리

은 것이 있다. 만약 이 서비스에서

아의 웹 서버 Bigkoala에서 수신되었고, ‘Users’라는

이전에 해당 URL을 줄여 달라는

폴더에 저장되었다.

요청을 받았다면, 짧은 URL 별명을

b) Werewolves라는 웹 기반 php 게임은 상업 웹 서버

새로 복제해서 만들기보다는 이미

를 기반으로 구동된다. 페이지는 각 플레이어마다 다

존재하는 URL 별명을 다시 사용할

르게 생성된다.

것이다. http://tinyurl.com 에 접

c) Taxinfo는 영국 정부의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속하여 지시에 따라 긴 URL을 하

있는 PDF 파일이고, ‘Forms’라는 폴더에 들어 있는데,

나 골라서 입력해 보고, 무엇이 나

이 폴더는 ‘2013’이라는 다른 폴더에 들어 있다.

오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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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웹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Effectiveness(효율성)=Relevance(관련성)+Quality(질)
유령 사이트: 조심해!
자연 세계는 기생충과 포식자들로 가득하다. 웹의 세계도 다르
지 않다.

사이버스쿼팅과 타이포스쿼팅
사이버상의 무단 점유라는 뜻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하는 이들은 대기업·브랜드·유명인들의 이름과 매우 유
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혹은 유명한 웹 사이트의 운영
자가 등록된 웹을 갱신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를 노려 도메인 이름을 사들인
다. 그다음에는 사들인 도메인의 이름을 회사나 브랜드, 개인에게 거액으로
팔아 이익을 보려고 한다.
사이버스쿼팅과 오타(Typo)의 합성어인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은
더 사악하다. 타이포스쿼팅에서는 유명한 도메인 이름에서 약간 오타가 있는
주소를 등록해서 사람들이 실수로 원래의 사이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짜 주
소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여러분이 한번 가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
에는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 돈을 끌어 올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다. 예를 들
어, 그쪽에서는 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귀중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여러분을 속이거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도 있다.

비교해 보자.

www.britain.com

www.britiain.com

76

6.2 웹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빈약한 내용
내용이 빈약한(Thin content) 웹 페이지에는 쓸모 있는 내용이 없
다. 방문객들이 다른 웹 사이트로 가도록 하는 링크가 가득 차 있으며,
페이지에서는 이용자가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갈 때마다 수익
을 얻는다. 내용이 빈약한 페이지는 보통 버려진 웹 사이트, 혹은 파킹
(Parking; 준비 중인)된 도메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런 사이트에
는 부정직한 판매자가 판매하는, 신뢰할 수 없는 상품을 파는 질 낮은
판매 링크로 가득하다.
(빈약한 내용이란 무엇일까? 보통은 사이트의 내용이 복제된 것을
뜻한다.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상품 설명과 같은 것을 복
제한 것일 수도 있고, 사이트가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이 위치 탐색, 배
너, 광고 등으로 가득 찬 것일 수도 있다.)

콘텐츠 농장
콘텐츠 농장(Content farm)에는 내용보다 광고의 비율이 높다. 실제
로 쓸 만한 내용보다는 광고가 많다는 뜻이다. 콘텐츠 농장은 보통 많
은 노력 없이 급하게 만들어지는데,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사이트가 실
제보다 더 크고 쓸모 있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

IT-생각하기
스팸 페이지

6.2.1

스팸 페이지(Spam web page)는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site)는 왜 만들어지게 되

데 이용된다. 스팸 페이지는 링크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그 링크를 최대
한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너를 보고 다른

유령 사이트(Bogus web
는 것일까?

6.2.2

웹에서 유령 사이트를 피

웹사이트로 클릭해 넘어갈 때마다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스팸 페

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

이지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관련성이 거의 없다. 예로, 태블릿 컴퓨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Tablet computer)를 판매하는 웹 사이트로 위장한 스팸 사이트에는
의심스러운 웹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6.2.3

구글에서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 웹마스터 가이드
라인(Google quality guidelines)’을 검색하면 가이드라인에서 개발자로 숙련되기 위해 피해야 할 사항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목록에 있는 링크 각각을 클릭해 본 다음, 각 사항마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웹 사
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지 써 보자. 그런 웹 사이트들에서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는지 기억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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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내용 평가하기
믿을 수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유령 사이트를 제외하고 나
면, 웹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최근의
의학 발전에 대한 조사부터 팝 스타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 그리
고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성적까지, 웹은 모든 주제에 대한 자료
를 모으기에 특히 유용하다. 하지만 웹상의 내용은 거의 검열되

IT-컴퓨팅하기
6.2.4

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믿을
수 없거나 심지어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공존하고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는 세계 비
즈니스와 재정 정보를 선도하는

사실, 의견 그리고 편향

회사인 블룸버그(Bloomberg)

일부 웹 사이트는 어떤 주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사실

가 출판하는 잡지이자 웹사이트

이라고 소개하는 비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다. 어떤 웹 사이트는

이다. 이 잡지에서는 힙합 뮤지션

매우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에 의해 작성했지만, 한쪽의 이야기만

들이 주장하는 재산의 액수와 그

을 제시하고 있어서 편향되어 있다.

들의 실제 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http://tinyurl.com/k2yl3p8 을
방문해 잡지에서 발견한 사실을
읽어 보자. 릴 웨인(Lil Wayne)과
50 센트(50 cent)의 정보를 보자.
놀라운가?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웹에 질 낮고 편향된 정보가 아주 많
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키(Wiki)’란 사용자 커
뮤니티의 공동 작업으로 작성된 웹 사이트를 뜻하며, ‘Pedia’는
백과사전(여러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
이라는 뜻의 Encyclopedia에서 온 말이다. 위키피디아는 편향적
이지 않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 사이트이다.

▲ 위키피디아는 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않고, 비영리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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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는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여러 명의 사람
들이 공동으로 문서를 편집하면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있다

IT-생각하기

고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떤 글이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6.2.5

동의하지 않는 편집자들은 그 글을 지우거나 반대편의 이야

위키피디아가 정보의 출처로서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기를 추가할 것이라는 발상이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사실
에 따르면 위키 편집자 중 일부는 규칙에 따라서 마음에 들
지 않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지워 버린
다고 한다.

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문하는 사이트마다 해당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꼭 평가해 보아야 한다. 아래의 기준을 따라 보자.
정확성: 조사가 잘된 글인가?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자료가 있는가?
현재성: 언제 작성된 글인가? 최근에 자료가 갱신되었는
가?
작성자: 작성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가? 작성자는 해
당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그들
이 그 전에도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는가? 다른
웹 페이지에서 그들이 썼던 다른 글을 찾을 수 있는가?
웹 사이트 운영: 웹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잘 알
려져 있고 믿을 만한가?
전문성: 글이 잘 쓰였는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 글이 이해
하기 어려울 필요는 없지만, 거친 말이나 속어, 채팅 용어,
너무 최근의 유행어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감
정적인 단어 사용 또한 피해야 한다.
균형성: 한 주장의 여러 측면(찬성과 반대)이 동등한 비중
을 갖고 서술되어 있는가? 작성자는 주제에 대한 다른 견

IT-컴퓨팅하기
6.2.6

http://digg.com 이나 www.reddit.
com에 가 보자. 이것들은 정보 수집
사이트(Aggregator site)로서, 회원

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견해에도 적절한 존

들이 제출한 전 세계의 흥미로운 웹

중을 표하는가?

페이지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런

특히, 정보를 두 개 이상의 다른 사이트에서 얻는 것이 중
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견의 합의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정보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이트상에서 5개의 웹 페이지를 골
라 보고 각 페이지의 품질을 평가해
보자.

비판적 사고의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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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콘텐츠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보통 웹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면 원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손상될 수
도 있다. 악성 코드(Malware), 컴퓨터의 충돌, 프로그래밍 실수나 심지어 전
력 부족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의 중요한 케이블을 기
술자들이 실수로 끊어 버릴 수도 있다. 잘 관리되는 사이트에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 백업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비용이 너무 낮아서, 대부분의 경우 오
래된 웹 페이지나 포스트, 뉴스 기사도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다. 정보를 검색
할 때 매우 오래되거나 지금과는 맞지 않은 것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
지 말아야 한다.

◀ 스페이스 잼(Space Jam)은 1996
년에 나온 영화이다. 왼쪽의 스크
린샷은 영화의 웹 사이트인데, 구
식 홈페이지이지만 아직 웹에서 찾
을 수 있다.
▼ 아래의 스크린샷은 스페이스 잼
사 이트에서 ‘JUMP STATION’ 링
크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
다. 현재의 워너 브로스(Warner
Bros)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한데,
왼쪽에는 이전 버전 사이트의 내비
게이션 바(Nativation bar)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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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릴 때 작성했던 소셜 미디어상에 포스트했
던, 격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 친구들과 놀러 다
니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찍어 올린 사진
들이 몇 년 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을 괴롭
힐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데이터가 여
러분의 컴퓨터 대신 ‘클라우드’라 불리는 인터넷 서비스에
저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여러분이 지웠다고 생각
하지만 이미지가 웹상에 남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 특히 클라우드 계정의 개인정보에 대
한 설정이 바르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온라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미래의 회사 고용주가 ▶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진이 있는가?

IT-컴퓨팅하기

IT-컴퓨팅하기

6.2.7

6.2.8

웨이백 머신(Internet Wayback

지오시티(Geocities)는 1994년 시작한 첫 대형

Machine)이라는 웹사이트는 1996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지오시티가 2009년 문을

년부터의 웹 사이트 스크린샷 화면을

닫자 어느 프로젝트에서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기

계속 보관해 왔다. 여러분이 좋아하

위해 사이트를 보관해 두었다. ‘지오시티 아카이브

는 사이트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

프로젝트(Geocities archive project)’라고 검색

지 찾아보자. 무엇이 바뀌었고, 왜 바

해서 둘러보자. 무엇이 바뀌었고, 왜 바뀌었을까?

뀌었을까?

IT-생각하기
6.2.9

2010년 텔레그래프지(誌)(The Telegraph)는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친구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자신의 부끄
러운 사진과 자료들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www.telegraph.co.uk/technology/google/7951269/Young-will-have-to-change-names-to-escapecyber-post-warns-Googles-Eric-Schmidt.html
이제 몇몇 회사에서는 면접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면접 대상자 이름으로 온라인 검색을 해 보거나 페이스북 페이
지를 체크해 보기도 한다. 미래에 여러분의 채용 담당관이 알면 위험한 정보가 웹에 있는가?

81

Unit 6. 웹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6.3

검색은 어떻게 하지

구글 페이지 순위
핵심 용어

구글은 웹 검색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구글 이전에는 검색 엔진이 스
파이더 로봇(Spider)이라 불리는 특수한 웹 서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 페이

검색 엔진(Search engine): 사
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웹
페이지를 검색하고 페이지 목록
을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지를 돌아다니며 사이트마다 설명문을 생성하고 사이트 설명을 ‘인덱스(Index)’라는 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구글 검색 엔진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 구글은 더 관련성 있는 정보를 보
여 주는 듯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었다. 구글도 여전히 역시 인덱스를 만들
기 위해 스파이더 로봇을 사용했지만, 페이지 순위(Page ranking) 기능을 사
용해 배달된 검색 결과가 유용하고, 사용자가 찾던 기대 이상의 정보를 보장
하려 했다.

▲ 검색 엔진에 ‘대한민국’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는 위와 같다.

▲ 1993년에 만들어진 알리 웹(Aliweb)은 최초의 웹 검색 엔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알리 웹의 검색
결과보다 구글의 검색 결과가 관련성이 얼마나 더 높은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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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순위는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웹 페이지 간의 하이퍼링크를
사용해 어떤 페이지가 가장 인기 있는지 알아내고, 그 다음 인기 있는 페이지
를 검색 결과 창의 가장 위에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 A와 B가 있고
둘 다 뱀파이어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웹 페이지 A가 열 개의 다른 페이지
에 링크되어 있고 웹 페이지 B가 다섯 개의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면, ‘뱀파
이어’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 목록 위에 웹 페이지 A가 올라가 있는 것이다.

검색을 스마트하게
웹상에서 불 연산자란 검색 결과를 관리하는 접속사이다. 검색 엔진에서 사

핵심 용어
불 연산자(Boolean operator):

용되는 불 연산자로는 세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AND, OR, NOT과 같
은 연결어. 웹 검색에서 검색 결
과를 관리한다.

AND

OR

NOT

불 연산자가 효율적인 검색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검색어를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금으로 된 목걸이를 구입하기 원해 ‘금 AND 목걸이’
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벤 다이어그램이 될 것이다.

팔찌

은
금
니켈

목걸이
목재

반지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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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으로 된 장신구를 사려고는 하지만 목걸이를 살지 팔찌를 살지 모르
겠다면 ‘금 AND 목걸이 OR 팔찌’를 검색 엔진에 입력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은
니켈
목재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반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으로 된 장신구를 사려고 하지만 더 이상 목걸이
가 필요하지 않다면, ‘금 AND 장신구 NOT 목걸이’를 검색 엔진에 입력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은
니켈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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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하기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여러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취합해 논리 정연한 논문이나 발표를 만들어 낸다. ‘표절’이
란 다른 사람의 말, 생각 또는 발상을 사용해 마치 자기 것인 듯 표
현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웹을 사용할 때는 표절하기 특히 쉬운데,
글과 이미지를 복사해 붙여넣기가 정말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
사들과 채점위원(채점관)들이 표절을 지적해 내기도 정말 쉽다. 다
른 사람의 것을 표절하였다면, 많은 감점을 당하거나 그 과제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IT-생각하기
6.3.1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전 과제
이 단원의 시작 부분에 있던 도전 과제를 기억하는가?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IT-컴퓨팅하기
6.3.2

불 연산자를 사용해 웹 검색을 하고,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
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세 개에 대한 관련성이 높고 질 높은 정보
를 찾아보도록 하자.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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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만들기
7.1

웹 페이지의 유용성과 접근성

도전 과제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여
코딩하고 서버에 업로드해
보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HTML)
웹 페이지는 어떠한 텍스트 편집기(Text editor)에서도 열 수 있는 텍스트로
된 문서이다. 웹 페이지에는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창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
시할지 알려 주는 HTML 태그(Tag)가 있다. 이 태그에는 문서에 이미지가 포
함되도록 하는 링크,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를 볼드체로 작성할지 이탤릭체로
작성할지 지정해 주는 형식 결정 명령, 혹은 다른 웹 페이지와 연결해 주는 링

핵심 용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

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ML 태그는 따옴표처럼 텍스트의 앞과 뒤를 둘러싸
고 있고, 태그가 끝날 때는 /를 붙인다.

perText Markup Language,
HTML): HTML은 웹 페이지를
만들고 웹 브라우저에 다른 정보
를 표시할 때 쓰는 주된 마크업
언어이다. ‘하이퍼(hyper)’란 그
리스어의 ‘~을/를 넘어’ 라는 말
에서 온 단어이며 하이퍼텍스트
는 텍스트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의미이다. 하이퍼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나 문서에 참조 표시를 할
때 사용된다.

▲ 위의 웹 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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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의 유용성과 접근성

핵심 용어

웹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유용성과 접근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유용성(Usability): 웹 페이지를

유용성이란 웹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고 쉽게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의

만드는 과정에서 빠르게 만들고

미한다. 웹 페이지 디자이너들은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얻기 위해서 몇 번 클릭을 해야 하는지, 각 기능이 화면에 배치될 때, 어느 위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가

치가 최적의 위치가 될지를 생각하게 된다.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이용할

접근성이란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있는 사용자들을 포함한 모든
수 있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 디자이너들은 시각 장
애가 있는 사용자가 어떻게 웹 페이지의 기능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IT-생각하기

IT-계획하기

7.1.1

7.1.2

다양한 웹 페이지를 둘러보자. 페이지 간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써 보고, 아래에 대해 생각해 보자.

7.1.1 IT-생각하기에서 얻
은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일

메뉴 바(Menu bar)는 왜 웹 페이지의 아래나 오른쪽

반적인 웹 페이지의 구조

이 아니고 위에 있을까?

를 구상해 보자.

메뉴 탐색 기능은 왜 웹 페이지의 왼쪽에 있을까?
중국어, 아랍어, 히브리어로 작성된 웹 페이지에서는
디자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IT-생각하기
7.1.3

CBBC 뉴스라운드 홈페이지(http://www.bbc.co.uk/newsround/news)와 BBC 뉴스 홈페이지(http://
www.bbc.co.uk/news)를 비교해 보자. BBC 뉴스 사이트보다 CBBC 뉴스라운드 페이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더 호응이 높은 것은 어떤 점 때문일까?

▲ CBBC 뉴스라운드 홈페이지

▲ BBC 뉴스 홈페이지

87

Unit 7. 기초부터 시작하는 웹 페이지 만들기

방문자들에게 맞게 웹 사이트 재구성하기
엑스레이 고글스(X-Ray Goggles)는 웹 페이지를 손쉽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페이지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고 직접 HTML을
편집하기만 하면 된다. 웹 페이지상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찾았거나 웹에 업로
드했던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지를 찾을 때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다른 파일에 보관되어 있으며 HTML은 그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참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다른 웹 사이트의 내용을 이용할 때
는 원본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IT-컴퓨팅하기
7.1.4

엑스레이 고글스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고른 웹 페이지를 재구성해 보자.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 엑스레이 고글스(X-Ray Goggles)

IT-계획하기
7.1.5

여러분 지역의 언론사 사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어떻게 하면 페이지가 여러분 또래에게 더 재미있
게 느껴질 수 있을까? 7.1.3 IT-생각하기에서 배웠던 유용성, 접근성 문제를 돌이켜 보고, 아래의 문제도
생각해 보자.
사용된 글꼴(텍스트와 헤더(Header)의 글씨 크기와 서식)
버튼, 배경 그리고 글꼴에 사용된 색상
텍스트(텍스트의 양과 텍스트가 재미있고 관련성 있게 잘 배치되어 있는지)
사용된 이미지(이미지의 양이 어느 정도 인지, 재미있게 잘 배치되어 있는지)
서핑 편의성(웹 서핑을 하기 쉬운지) 예를 들면, 버튼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시각 장애
인이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
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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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IT-생각하기
7.1.6

HOME

7.1.5 IT-생각하기에서 검토

둘러보기

상품

가격표

연락처

한 홈페이지를 여러분 또래
에게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페

회사

이지가 되도록 재구성하자.

MOVIE

와이어프레임을 사용해 디자
인의 윤곽을 그려 보자.

회사 소개

핵심 용어

링크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웹 사이트의
기능에 대한 시각적인 가이드로 디자인이
다른 각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보여 준다.
▲ 웹 사이트 와이어 프레임의 예시

아래에 웹 페이지에 사용할 만한 간단한 HTML 명령어 혹은 ‘태그(Tag)’가
소개되어 있다.
헤더(Header)
헤더 태그를 사용해 보자.

<h1>header 1</h1>

					<h2>header 2</h2>
					<h3>header 3</h3>
<h6>까지 계속 이어진다.
문단 (Paragraphs)
태그로 문단 구분을 해 보자.                        <p>put paragraph of text in here</p>
문단에 색상을 넣어 보자.                            <p style=”color:orange”>
색상(Color)
색상을 선택하는 컬러 피커(Color picker)와 16진법 숫자를 사용하면 어떤
색상이든 고를 수 있다. 기본적인 색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물색(Aqua), 검은색(Black), 파란색(Blue), 진분홍색(Fuchsia), 회색
(Gray), 초록색(Green), 라임색(Lime), 밤색(Maroon), 짙은 남색(Navy), 황
록색(Olive), 오렌지색(Orange), 자주색(Purple), 빨간색(Red), 은색(Silver),
청록색(Teal), 흰색(White), 노란색(Yellow).
배경 색상도 바꿀 수 있다.

<p style=”background-color:olive”>

글꼴을 선택할 수도 있다.

<p style=”font-family:sans-se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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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Font)
세리프(Serif), 산스세리프(Sans-serif), 모노스페이스(Monospace), 커시
브(Cursive), 판타지(Fantasy) 중 고를 수 있다.
태그 연결하기
하나의 태그 안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여러 명령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p style=”color: orange;background-color:olive;fontfamily:sans-serif”>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조하기
중요한 점을 부각하려면,

<strong>매우 중요한 정보</strong>
약간 강조하려면,

<em>텍스트 강조</em>
이미지 삽입하기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 파일에 링크시키는 특수한 명령어이다.
이미지가 위치한 URL을 보여 준다.
“.gif”는 이미지의 파일 형식이다.

<img src=”http://www.google.com/logos/2006/worldcup06_uk.gif”
alt=”WorldCup”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텍스트를
width=”276” height=”120”
표시하거나, 시각 장애인용 스크린
style=”float:right;”>
리더로 웹 페이지의 내용을 표시하기

이미지의 가로와

위해 사용한다.

세로의 크기를 픽셀
이미지를 화면의 오른쪽에 배치시킨다.

단위로 보여 준다.

또는, ″float:left;″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를 그냥 원래의 선 상에 두려면,
style 태그를 제외시켜도 된다.

<strong>그리고 HTML 태그를 닫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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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7.1.7

7.1.6 IT-생각하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서 편집기를 이용해 지역 언론사 웹 사이트를 편집해 보자.

▲ 우리나라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예시

IT-계획하기
7.1.8

5단원에서 컴퓨팅의 역사 속 유명인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발표 내용에서 수집했던 정보를 사용해 웹 페
이지를 만들어 보자. 유용성, 접근성 그리고 HTML에 대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자. 페이지에는 한 장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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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나만의 웹 페이지 만들기

🔺▲ 우리나라는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IS 론칭을 위해 제작한 마이크로사이트가 2014년 제18회 웨비어워드에서 인터랙티브 광고&미디어
부문에서 수상했다.

HTML
보기 좋은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보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부터 출발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이 부분은 HTML 문서임을 알려
코드의 각 부분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시작 태

준다. HTML 문서는 HTML 태그로
둘러 쌓여 구성되어 있다.

<!doctype html>
<html>

HTML이 여기에서 시작하고 </html>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눈에 잘 띄게 한
다. 이와 같이 각 부분에 들여쓰기를 하는 것은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하면 편집이 훨씬 쉬워진다.

		<head>
			<title>나만의 웹 페이지</title>

브라우저의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제목과 		
스타일

</head>

과 같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주요 요소들이 헤더

		<body>

의 안쪽, 즉 이 태그의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p>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신기하다.</p>
		</body>

웹 페이지의 본문에 포함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이 코드 안에 들어 있다.

</html>

‘p’태그는‘html’태그 안에 들어 있는‘body’태그
안에 둘러 쌓여 있다.

HTML은 컴퓨터와 사람이 같이 읽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위에 코
딩된 웹 페이지 제목이 ‘나만의 웹 페이지’이고 내용은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
은 신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2

7.2 나만의 웹 페이지 만들기

웹 페이지의 각 요소에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다. 이 예시에서는 한 문단에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테두리의 색상을 HTML 색상 중 하나로

테두리의 두께를 픽셀로 설정하는 부분이다.

지정하는 부분이다.

<p style="border:5px dotted red">

테두리 모양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아래 예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dotted (점)

dashed (점선)

ridge (왼쪽 아래에서 빛)

double (두 줄)

inset (움푹 파임)

groove (오른쪽 아래에서 빛)

outset (밖으로 돌출)

▲ 모질라 심블(Mozilla Thimble)이 있으면 코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7.2.1

핵심 용어

7.1.8 IT-계획하기에서 만들었던 웹 사이트를 코딩해 보자.
추상화(Abstraction): 아이디어
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부
분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공통적인 패턴

IT-생각하기
7.2.2

을 찾아내는 방식.
일반화(Generalization): 특정

추상화와 일반화 방식으로 웹 페이지의 코딩을 개선해 보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개

코드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찾고, 패턴을 이용하여 코드를 더 간결하게

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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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캐스캐이딩 스타일 시트(CSS)
HTML은 페이지의 내용을 제공하지만, 캐스캐이딩 스타일 시트(Cascading

캐스캐이딩 스타일 시트 (Cascading Style Sheets; CSS):

Style Sheets; CSS)는 형식을 제공한다. 이 말은 곧 페이지 배치에 따라 내용

스타일 시트는 웹 페이지의 레

이 따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style=이라는 대목이 있을 때마다 웹과 웹

이아웃의 형식을 지정할 때 사

페이지에 작업 형식을 제공하기 위해 CS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웹 페이지

용한다. 스타일은 웹 사이트 전
체나 페이지, 또는 각 개별적 요
소에 적용되어 웹 페이지를 쉽
게 만들도록 한다. 개별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은 전체 문서에

의 각 요소에 스타일을 일일이 코딩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CSS가 있는 문서
헤더에만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면 전체 웹 페이지나 사이트에 일관된 스타일
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CSS는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웹 사이

적용된 스타일 위에 우선적으로

트도 더 빨리 로딩된다. 매 요소마다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스

적용된다.

타일이 처음부터 지정되어있을 때 코드의 길이가 짧아진다.

웹 페이지 본문의 배경 색상이

<head>
		<style>
			body
			h1
			h2
			p
		</style>
		<title> CSS

황록색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h1>의 글자 크기는
{background-coclor:olive;}
36포인트라는 것을 표시한다.
{font-size:36pt;}
{font-family:sans-serif:font-size:24pt;}
{margin-left:20px;}
세미콜론을 사용해 두 명령어를
함께 쓸 수 있다.

예시</title>

</head>
문단이 20픽셀 들여 쓰기 될
것이다.

IT-컴퓨팅하기
7.2.3

7.2.1 IT-컴퓨팅하기에서 코딩한
웹 페이지에 CSS를 사용해 웹 페
이지에 적용되는 기본 스타일을
지정해 페이지 디자인을 향상시
켜 보자. 기본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지정했던 개
별적인 스타일 설정을 제거해야
한다.

▲ 위의 CSS는 황록색 (Olive green)페이지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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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양식 검사기
다른 언어와 같이 HTML에도 웹 페이지를 프로그래머들이 따라야 할 그 나름

핵심 용어

의 문법, 구문, 어휘가 있다. 철자나 문법적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타당성 검증이라고 한다.
마크업 검사기(Markup validator)라고 하는, HTML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문법(Grammar): 언어에서 단
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
의 집합.

자동화 도구가 있다. 검증 과정에서 검사 도구는 HTML 문서를 정해진 HTML

구문(Syntax): 언어에서 단어

구문과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한다.

가 어떻게 연결되고 관련되는지

HTML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도구의 예로 W3C’s Markup Validator Service가 있다(http://validator.w3.org). 첫 번째 스크린샷 화면은 유효성 검사
를 통과한 웹 페이지, 두 번째 스크린샷은 실패한 웹 페이지를 보여 준다.

보여 주는 문법적 배열.
검증(Verification): 코드의 문
법, 구문, 어휘가 정확한지 확인
하는 과정.
유효성(Valid): 타당하고 논리
적으로 변호 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한다.
어떤 것이 유효한지 검사하는
작업을 ‘유효성(validation) 검
사’라고 한다.

‘유효하지 않은’ 웹 페이지가 나쁜 웹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유효
한’ 웹 페이지가 꼭 ‘좋은’ 웹페이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사기를
사용하여 오류를 제거했다면 HTML 문서가 주요 웹 브라우저(모질라 파이어
폭스,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애플 사파리) 모두에 제대로 표
시되는지 확실히 해 둘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웹 페이지를 질 높은 내용으
로 채우고, 유용성과 접근성이 높게 하려면 여러 기술을 열심히 익혀야 할 것
이다.

IT-컴퓨팅하기
7.2.4

마크업 검사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웹 페이지를 검증하고 오류를 수정해 보자. 마크업 검사기는 W3C’s
Markup Validator Service(http://validator.w3.or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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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콘텐츠 가져오기

IT-컴퓨팅하기
7.3.1

웹 브라우저는 HTML 코드를 해석하여 컴퓨팅 기기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래에 HTML 코드가 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코드를 해석해서 웹 페이지가 어떻게 표시될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다.

<!doctype html>
<html>
		<head>
			<style>
				body {background-color:gray; font-size:12pt}
				h1
{font-size:36pt;}
				p
{margin-left:20px;}
				strong
{coclor:orange; font-size:20pt;
font-family:sans-serif;}
				em
{background-coclor:green;}
			</style>
		</head>
		<body>
			<h1>큰 제목</h1>
			<p>이것은<em>매우</em>중요하다
			<strong>text
</strong></p>
		</body>
</html>

목록과 표
HTML 도구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가 목록과 표를 만드는 것이다.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목록과 표를 사용하는 것이 읽기가 더 쉽고, 사람들이
찾는 핵심 정보를 더 빨리 얻도록 해 준다. 또한 다른 사이트에 있는 영상과 같
은 콘텐츠를 가져올 때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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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Lists)
먼저, 순서없는 목록(Unordered list)을 만드는 방법

<ul> 태그는 순서가 없고 각 항목에 글머리 기호를 달고 있는 형태로
리스트가 나타난다.

<ul>
<li>목록에서 항목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li>
<li>이 목록에 있는 항목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li>
</ul>
순서 있는 목록(Ordered list)은 아래와 같다.

<ol>

태그는 숫자로 정리된 리스트가 나타난다.

<ol>
<li>가장 중요한 항목</li>
<li>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li>
</ol>

● 1802년 - 독일 천문학자 하인리히 빌헬름 마테우스 올베르스
는 소행성 2번 팔라스를 발견했는데, 이는 인간에게 두 번째로
알려진 소행성이다.
● 1910년 - 프랑스 마르티그 부근에서, 프랑스 비행사 헨리 파브
르의 파브르 수상 비행기(Fabre Hydravion)는 자체 동력으로
물에서 이륙하는 첫 수상 비행기가 되었다.
● 1920년 -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37개의 토네이도가 380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 1930년 - 터키가 최대 도시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
불로 바꿨다.
●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시 부근의 스리
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부분적인 원자로 용해가 일어나 약
43,000큐리(1.59 PBq)의 방사성 크립톤이 환경에 방출되었다.
• 수백 가지의 사실을 검토하고 여러분의 기억에 확실히
입력시킵시다.
• 각 사실에서 확장되는 정보를 함께 검토하여 더 넓은 배경
지식을 이해합시다.
•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확히 찾아냅시다. -이 앱은
여러분의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전국 학생 조사(NSS)는 무엇입니까?
2. 본 조사 결과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3. 본 조사의 책임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4. 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 조사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6. 조사의 질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7. 학생들의 연락처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 응답에 대하여 익명성이 보장됩니까?
9. 조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 조사 완성을 위한 재연락의 방법을 제가 고를 수 있습니까?
1.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2.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3. 구입을 하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4. 영국 회사인데 왜 가격이 US 달러로 되어 있죠?
5. 1+1 행사가 있습니까?
6. 기기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합니까?

🔺▲  순서 없는 목록과 순서 있는 목록은 정보, 지시 사항, 질문 등을 보여 줄 때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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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Tables)
간단한 표를 만드는 방법이다.
표가 나타날 것을
알려 준다.

표의 한 칸(셀)을 의미한다. 표에 포함될 열이나
표의 열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table>
		<tr>
			<td>
			<td>
		</tr>
		<tr>
			<td>
			<td>

행의 수를 셀 필요는 없다. 표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추가될 때까지 코드를 계속 더하면 된다.
하지만 표와 각 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종이에

1행 1열</td>
1행 2열</td>

먼저 표를 그려 보는 것도 좋다.

2행 1열</td>
2행 2열</td>

		</tr>
</table>
만들어진 표는 다음과 같다.
1행1열

1행2열

2행1열

2행2열

방금 만들어진 표에는 테두리가 없다. 대부분 표에 테두리가 있으면 더 읽기
쉬우니, border 코드를 이용하여 표에 테두리를 추가해 보자.

<table border=”1”>
		<tr>
			<td> 1행 1열</td>
			<td> 1행 2열</td>
		</tr>
		<tr>
			<td> 2행 1열</td>
			<td> 2행 2열</td>
		</tr>
</table>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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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1열

1행2열

2행1열

2행2열

7.3 콘텐츠 가져오기

표를 만들 때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표 가장자리에 점선으로 된 초록색 테두리를 지정한다.

<table style=”border:5px dotted green”>
첫 번째 셀 주위에 초록색 실선 테두리를 지정한다.

<td style=”border:1px solid green”>1행 1열</td>
1행1열

1행2열

2행1열

2행2열

혹은 문서 헤더 부분에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style>
		body
		h1
		h2
		
table
		
td
</style>

{font-family:sans-serif; font-size:32pt;}
{font-family:sans-serif; font-size:24pt;}
{border:5px dotted green; border-collapse:collapse;}
{ border:1px solid green;}

두 줄 모양의 테두리 대신 한 줄 모양의 테두리를
지정한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IT-계획하기
7.3.2

와이어프레임(Wireframe)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선택한 컴퓨터와
관련된 중요 인물들의 주요 일지를 보여 주는 표가 웹 페이지에 포
함되도록 계획해 보자.

IT-컴퓨팅하기
7.3.3

7.3.2 IT-계획하기에서 구상했던 표를 만들어 웹 페이지에 올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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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기초부터 시작하는 웹 페이지 만들기

핵심 용어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 가져오기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 등의 콘텐츠를 다른 웹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 있

아이프레임(Iframe): 아이프레
임을 이용해 다른 웹 사이트의 콘

는데, 이때 아이프레임(Iframe)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텐츠를 여러분의 페이지로 가져

다른 웹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을 코드를 제공한다. 이는 보통 <iframe>으로

올 수 있다.

시작하고 </iframe>으로 끝난다. 6단원에서 표절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는
가?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이 콘텐츠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도록 꼭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 유튜브와 같은 웹 사이트는 사람들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자기 웹 페이지에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매우 인기가 있다. 메뉴의 ‘공유’를 누르고 다음으로 ‘소스코드’를 눌러서 나타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의 웹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다.

IT-생각하기
7.3.4

위의 유튜브 스크린샷을 보자.
a) width = "560" height = "315"는 무슨 뜻일까? (width: 가로 폭,
height: 세로 높이)
b) frameborder = "0"은 무슨 뜻일까?(frame border: 프레임 두
께) 만약 0을 다른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7.3.5

a) 만약 코드가 width = "100%" height = "100%"라면 웹 페이지는
퍼온 내용은 어떻게 표시될까?
b) 웹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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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콘텐츠 가져오기

IT-컴퓨팅하기
7.3.6

a) 컴퓨터 역사 속의 위인에 대한 영상이나 오디오를 찾아, 여러분의
웹 페이지에 가져오기 해 보자.
b) 웹 페이지에서 가져온 콘텐츠의 속성을 변경한 후 7.3.5 IT-생각
하기에서 예측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자.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웹 페이지를 만들어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웹 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업로드할
차례이다.

IT-컴퓨팅하기
7.3.7

웹 페이지를 업로드할 때는 파일명이 있어야 한다. 웹 브라우저가 웹
사이트를 찾았을 때, URL에 파일명이 없으면 브라우저는 대개 기본
(Default) 파일을 찾는다.
이 기본 파일의 이름은 웹 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에 의해 지정되
는데, 보통은 index.html 혹은 index.htm이다. 하지만 서버 관리자
는 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welcome.html, welcome.htm,
default.html, default.htm과 같은 이름으로 지정해도 된다. 웹 브라
우저와 웹 서버 대부분은 HTM과 HTML 확장자를 똑같이 처리한다.
어떤 파일명을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웹 페이지를 기본 페이지로 만들고 싶다면, 서버에서 기본 파일에 어
떤 파일명을 지정하는지를 알아서 파일명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HTML이 유일한 마크업 언어인 것은 아니다. 마크업 언
어는 어디에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진 뒤부터
컴퓨팅의 일부가 되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로 그림

IT-생각하기
7.3.8

오픈 포맷(Open format)이 데이터
저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일이 포함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Document Text 혹
은 ODT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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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HCI 디자인:

모바일 디지털 장치
도전 과제
특정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설계해 보자.

8.1
핵심 용어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Human

HCI와 변화하는 기술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이란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HCI)이란 사용자들이 컴퓨터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

-Computer Interaction;

는지 연구하는 분야이다. ‘컴퓨터’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HCI): 사용자가 컴퓨터와 어떻

를 하고 있는 모습만 떠올리면 안 된다. HCI는 ATM에서 현금 입출금하기, 비행

게 상호 작용 하는지 연구하는
분야.

기의 계기판 점검하기, 제조 공장에서 제어 시스템 관리하기, 과학 실험 관찰,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곡하기 등의 작업과도 관련이 있다.
어떤 기술은 최근 십 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거쳤고,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

IT-생각하기
8.1.1

‘인간-컴퓨터 상
호 작용’이란 단어
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있는 대로
써 보자.

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 작용 방식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다.

WIMP
1980년대 WIMP(창, 아이콘, 메뉴, 포인터)의 도입은 컴퓨팅의 역사에서 매
우 중요한 도약 중의 하나였다. WIMP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용자들은 직접 명
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했다.
WIMP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핵심 용어
WIMP: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운영하는 방식 중 하나.
WIMP란 창(Windows), 아이콘
(Icons), 메뉴(Menus), 포인터
(Pointers)에서 유래했다.

W ‘창’ 기능은 컴퓨터가 동시에 복수의 프로그램을 각각의 창에서 따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I ‘아이콘’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지름길 역할을 한다.
M ‘메뉴’는 텍스트 또는 아이콘 기반으로 선택을 도와준다.
P ‘포인터’는 화면 위의 기호이며, 화면에서 움직임은 물리적 장치를 통
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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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HCI와 변화하는 기술

▲ WIMP가 적용되지 않은 BBC Micro(왼쪽)와 WIMP가 적용된 애플의 매킨토시, 1984(오른쪽).

WIMP는 애플(Apple)이 1984년에 매킨토시(Macintosh)를 출시했을 때 널
리 알려졌다. 애플은 ‘메뉴바(Menu bar)’라는 개념도 처음 도입했다.
최근에는 터치스크린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터치스크린은 손가락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스크린을 직접 터치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각적 출력

핵심 용어

장치다. 터치스크린이 WIMP의 도입만큼 중대한 기술적 도약은 아니었지만,
터치스크린 기술은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하게 되었다. 터치스크린 컴퓨
터를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전의 기술보다 사용하기가 더 어려

터치스크린(Touchscreen):
손가락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스
크린을 직접 터치해 기기를 제
어하는 시각적 출력 장치.

울 때도 있다.

IT-생각하기
8.1.2

터치스크린이나 WIMP 등 특정 종류의 상호 작용에 맞게 설계된 소
프트웨어가 더 이전의, 혹은 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작
동될 때, 사용하기가 더 쉽거나 어려워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8.1.3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일상 주변의 기기들을 나열해 보자.

HCI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에 있어 설계 과정의 매우 중요
한 부분이 되었다. 또한 게임 산업부터 의학 공학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HCI 전문가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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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HCI 디자인: 모바일 디지털 장치

휴대 전화의 개발
1973년에 첫 휴대 전화가 제작되었고, 연대표에서 볼 수 있듯 지난 몇십 년
동안 새로운 휴대 전화가 출시되었다. 최초의 상업용 휴대 전화는 1983년 10
월 13일에 만들어졌고, 이는 통신 회사 아메리텍(Ameritech)의 회장 밥 바넷
(Bob Barnett)이 시카고에서 독일에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의 증손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 처음이었다.

▲ 휴대 전화의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 연대표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8.1.4

8.1.5

a) 1983년의 첫 상업용 휴대

첫 상업용 휴대 전화는 키를 눌러서 제어하는 방식이었다. 이

전화로부터 현재까지 휴

제는 직접적인 제스처나 음성 인식으로 제어하는 경우가 많

대 전화 디자인이 어떻게

다. 그렇다면 20년 후의 휴대 전화는 어떨까? 그때에는 어떤

변화했는지 나열해 보자.

기술이 발명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이 사용자에게는 어떤 영

기기의 크기, 무게, 모양을

향을 미칠까? 여러 감각 기관과 관련해 생각해 보자.

고려하고, 화면 부분뿐 아

시각: 미래의 휴대 전화는 어떤 시각적 기능을 제공할까?

니라 상호 작용의 방식도

시각이 정상인 사람들,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은 각각 어

생각해 보자.

떤 방법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게 될까?

b)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무

청각: 휴대 전화에서 어떤 청각적 기능을 제공할까? 시끄

엇이 좋고 나쁜 변화를 주

러운 환경에서 더 잘 들릴까?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는 동기로 작용하였을까?

어떻게 휴대 전화를 사용할까?

c)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인터

촉각: 휴대 전화에서 어떤 촉각적 기능을 제공할까? 사

페이스와 하드웨어 디자인

람들이 휴대 전화와 촉감을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호

은 왜 서로 비슷할까?

작용할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아직 신체의 운
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방법
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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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HCI와 변화하는 기술

특정 사용자층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기
디자이너는 누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핵심 용어
페르소나(Persona): 디자인 과

한다. IT 개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페르소나라는 개념

정에서 사용할 사용자를 항상

이 쓰이고 있다.

염두에 두기 위하여 전형적인

페르소나는 제품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할 특정한 인물이나 예시가 있는 것

사용자의 프로필을 설정하고 디
자인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하

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 그룹에 일련의 특성을 적용한다. ‘전형적인’ 사용

는 것.

자를 설정해 보면(즉, 이름 붙여 주기, 생김새 설정하기, 배경과 기타 관련된

앱(App): 애플리케이션(appli-

사항 지정하기) 제품의 사용자와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다.

cation)이라고도 하며, 크기가
작고 전문화된, 휴대 기기에 다
운받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이미영
나이: 35세
직업: 작은 제조사의 회계 부서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돌본다. 아이들은 15세의

민준, 12세의 민주. 남편 박종혁씨는 가족과 떨어져 먼 곳에서 일할 때가 많다.
좋아하는 것: 정돈된 상태, 어디에 무엇이 있고 다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싫어하는 것: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집, 부엌 찬장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평소 일과: 이미영씨는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녀는 자녀들의 등교 준비를 확인하지만, 아이들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할 만큼 컸으니 지나친 간섭은 피하려 한다. 그다음에는 버스로 회사에 출근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다. 그녀는
점심 시간에 슈퍼마켓에 가서 저녁 식사 재료를 구매하지만 항상 그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근하면 항상 찬장에
있는 것으로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려 한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하러 가지만, 보통 저녁은 요리나 청소, 가족과의 TV 시청으로 보낸다.
일상생활의 문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안정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의

찬장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
현재 휴대 전화의 용도: 이미영씨는 아이들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고 남편이 멀리 떨어져 일할 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

전화를 사용한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닌데, 그 이유는 많은 기능을 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휴대 전화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미영씨가 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쇼핑 앱이 있으면 일상생활의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가

해결될 수도 있다. 사용은 간단해야 하고, 앱에서 사용한 현금 카드 내역의 보안이 완벽히 보장되어야 한다.

▲ 바쁜 워킹맘을 사용자층으로 한 쇼핑 앱에서 만든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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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고정 관념(Stereotype): 특정
한 유형의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널리 알려지고 단순화된 이

‘일반적인’ 사용자를 설정해 본다는 것은 곧 고정 관념(Stereotype: ‘굳고 단
단한’, ‘인상’이라는 뜻의 그리이스어에서 온 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면 디자인이나 기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

미지 혹은 생각. 이를 각 개인에
게 적용해 보면 잘 들어맞을 수도
있고,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IT-계획하기
8.1.6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특정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설계하는 일이다. 아래에 있는 사용자층 중 하나를 고르고
해당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자.
a) 70세가 넘은 노인
b) 7세의 어린 아이

사용자층과 대화하기
페르소나는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
이지만, 실제 사용자층의 구성원과 직접 대화해 보는 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다. 종종 여러분이 인터뷰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문제를 다른 방식으
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고, 혼자 생각했다면 절대로 생각해 내지 못했을 통찰
력을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페르소나 생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데이터 수집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층과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질문지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지에 들어갈 질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닫힌 질문
정해진 답변이 제시되어 있는 구조화된 질문으로, 관점과 행위의 빈도를 측
정한다.
1. 휴대하는 모바일 디지털 장치가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2. 현재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기가 쉽고 간편합니까? 1~5의 척도상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어떤 것에 대해

1은 ‘매우 어려움’, 5는 ‘매우 쉬움’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1에
서 5의 척도를 사용해라. 이러한 척도

1

가 있으면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2

3

4

5

있다.

닫힌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스프레드시트에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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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HCI와 변화하는 기술

열린 질문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으로, 느낌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드러낸다. 유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는 구조화된 질문보다 열린 질문이 더 유용할 수 있다.
1. 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2. 현재 시점에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사용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 학습 장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모바일 디지털 장치 사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열린 질문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감정과 행동을 요약하여 분석할 수 있다.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8.1.7

8.1.8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준비해 보자.
a) 무엇을 알고 싶은지, 즉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용자층에
게 완벽하게 적합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설계할 수 있을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자.

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페르소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
운 의문점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b) 다음으로,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한 답을 이끌어 낼지 생각해야 한다.
c) 질문지를 작성하자.
d) 다른 사람에게 질문지를 보여 주고 피드백을 요청하자. 피드
백에 따라 변경할 사항이 있는가?
e) 몇 명을 인터뷰할지 결정하자. 인터뷰 결과가 유효하기 위해
몇 명의 답변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자.

107

Unit 8. HCI 디자인: 모바일 디지털 장치

8.2

첨단 기술과 프로토타이핑

첨단 기술 알아보기
어떤 기술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노트북과 모바일 디지털 장치가 없는 세계를 경
험한 적이 없지만, 65세가 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휴대 전화를 넣어 다니는
것이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였던 세계에 태어났다. 상대적으로 비교
해 보면 지금의 자동차가 20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은 장치가 다른 장치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NFC 기
▲ 2013년, 삼성은 YOUM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를 발표했다.

술이 접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NFC 반지는 집 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란 접거나 구부려도 동일한 화질을 구현하는 이른바 ‘종이

을 열고 차에 시동을 걸고, 물건 값을 지급하는 것을

같은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포함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IT-계획하기
8.2.1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상상 단계에 있는 새로운 기
술 중에서, 오늘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휴대
전화 사용과 관련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
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6단원에서 배웠던
웹 검색 기술을 사용해 최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 1974년 출시된 폭스바겐 골프 마크 1(Volkswagen Golf Mark 1) (위),
2013년 등장한 폭스바겐 골프 마크 7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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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디자인하기

핵심 용어

프로토타입은 기능 위주로 구현해 만든 모델로, 계획한 대로 작동하는지
(사용자에게) 시연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토타

프로토타입(Prototype): 제품

입은 제품의 최종적 디자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체로 여러 번 반복 과정을 거

든 모델로, 디자인을 실험하고 시

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해 만
연하기 위해 만든 것.

치게 된다.

반복(Iteration): 좀 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동일한 과정을 1번
이상 실시하는 것.

▲ 벤츠 승용차 새 모델의 초기 디자인

▲ 벤츠 승용차 새 모델의 프로토타입 작동 시험과 주행 시험

IT-컴퓨팅하기

IT-생각하기

8.2.2

8.2.3

휴대 기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다음에는 사용

a) 먼저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하고, 각각의

자층을 대상으로 작성했던 질문지를

특성이 어떻게 사용자층의 요구에 적용되는지

떠올려 보자. 잊어버리고 질문하지 못

스케치에 설명을 적어 보자. 메모된 설명에는 여

한 사항이 있는가? 여러분이 만들었

러분의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던 페르소나를 떠올려 보자. 페르소나

b) 본인이 계획한 디자인대로 모델을 만들어 보자.

를 통해 잊어버리고 질문하지 못한 사
항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IT-생각하기
8.2.4

오른쪽의 두 그림을 보자.
키보드와 계산기의 숫자판은 휴대 전화의 숫자 키와 배
열된 방식이 다르다. 계산기의 배열 방식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량 입력하고 있을 때 더 편리하고, 휴대 전
화 숫자 배열 방식은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 때 더 편리
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
면 ‘더 편리하다’는 말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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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검사, 평가, 반복

프로토타입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사용자가 시험 단
계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은 프로토타입 제작을 반복하게 한다. 새로운 프로토타
입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모델을 제작하는 데 쓰여진
다. 다시 반복 과정을 거쳐 시험되고, 또 다른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이렇게 검
사, 평가, 반복의 주기는 디자이너, 혹은 그들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제품에 만족
하거나, 돈이 떨어져서 신속히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할 때까지 계속된다.
아래는 어떤 배지의 디자인이고, 이 배지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
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디자이너는 최종 버전이 결정되기 전 4번의 반복 과
정을 거쳤다.
첫 번째 시도야. 만들고 나니 배지의 용도나 누가 이걸

두 번째 시도야. 블록을 이용해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면서

받게 될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네. 그냥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지. 배지의 사용 목적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했는데, 별로 좋은 디자인 습관은 아

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런데 아직 정말로 완성된 것 같지

냐. 최종 사용자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겠어.

는 않아.

Data Wiz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초록색과 검은색을 써서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표현한 게

이번 최종 과정에서는 이전 과정에서 좋았던 것들을 다 끌

마음에 들어. 그리고 데이터의 양감(量感)이 잘 표현됐

어왔어. 첫 번째 반복 과정에서의 텍스트, 두 번째의 막대

어. 하지만 ‘Data(데이터)’란 단어가 잘 배치된 것 같지

그래프, 세 번째의 색상.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보니 잘 된

는 않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것 같아. 디자인으로서 거의 최상이라고 생각해.

h1{font-size:36pt;}
p{margin-left:20px;}
strong{coclor:
orange;font-family:
sans-serif;em

Data Wiz

Data

세 번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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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과정 최종 결과물

8.3 검사, 평가, 반복

IT-컴퓨팅하기
8.3.1

a) 여러분의 휴대 기기 프로토타입을 검사해 보자.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자.
어떤 부분이 잘 작동되는가?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유는?
b) 여러분의 프로토타입을 검사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 두 번째
버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자. 제품의 사용자층을 항상 염두에 두
어야 한다.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 보자.

IT-컴퓨팅하기
8.3.2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검사하고 피드백을 평가하여 여러분 기기의
두 번째 버전을 만들어 보자.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소형 휴대 기기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일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디지털 장치의 발전 과정을 알아봄.
사용자층의 필요 사항을 조사함.
첨단 기술에 대해 알아봄.
프로토타입을 여러 반복 과정을 거쳐 디자인함.

IT-컴퓨팅하기
8.3.3

여러분의 모바일 디지털 장치에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
자를 대상으로 장치에 대한 발표를 해 보자. 기기의 각 기능이 어떻
게 해서 여러분이 설정한 최종 소비자층의 필요를 만족시키는지 설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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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디자인: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도전 과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8단원에서 설계한 모바일 디지털 장치에 적합한 운
영 체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설계 과정에서 미래에는 어떤 기술
이 가능하게 될지, 또 특정 사용자층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9.1
핵심 용어
운영 체제 (Operating System;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란

운영 체제(OS)는 작업 계획, 응용 프로그램 실행, 각종 주변 장치 제어 등 컴
퓨터의 운영의 기본적 기능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주변 장치’란 프린터

OS): 작업 계획, 응용 프로그램

나 마우스 등을 뜻한다). 여러분이 본 적 있거나 사용해 보았을 운영 체제로는

실행, 주변 기기 제어 등 컴퓨터

PC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Microsoft Windows)나 리눅스(Linux), 애

의 기본적 운영을 관리하는 소프
트웨어.

플 맥(Mac)에서의 OS X,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iOS, 스마트폰의 안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

로이드(Android) 등이 있다.

-face; UI): 사용자와 컴퓨터 간
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
자와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
-phical User Interface; GUI):
문자가 아닌 그래픽 형식을 사용
하는 인터페이스. WIMP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
럼 아닐 수도 있다.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운영 체제의 동작 방식으로 사용
자와 운영 체제 사이에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보가 교류·공유될 수 있게 한다.
컴퓨터는 사용 목적과 사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UI를 채용한다. 인터페이스
는 사용자들이 적절한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여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방식의 인터페이스도 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는 텍
스트(CUI)보다 그래픽을 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다. WIMP (창, 아이콘,
메뉴, 포인터)는 GUI이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GUI 등 WIMP를 사용하지
않는 GUI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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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란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9.1.1

9.1.2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운영 체

시스템 유용성 척도(System Usability Scale; SUS)를

제를 써 보자. 그 사이에 공통

이용하여 운영 체제의 접근성(accesibility feature)을 측

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 각

정해 보자.

운영 체제의 창, 아이콘, 메뉴,

SUS는 시스템 유용성에 대한 인식 측정에 쓰이는 업계 표

포인터는 비슷한가? 차이점

준 설문이다. 꼭 기술적인 문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있다면?

전화번호부의 유용성을 측정하는 데도 쓰인다. 아래의 항
목에 1(매우 동의함)부터 5(매우 동의하지 않음)의 척도를
사용해 답변한다.
1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고 싶다.

2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3

시스템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4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5

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6

이 시스템에는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너무 많다.

7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8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다.

9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자신감이 붙었다.

10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 배워야 하는 사항이 많다.

열 개의 질문을 모두 답했으면,
홀수 번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각각 1을 빼자.
숫자 5에서 짝수 번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빼자.
결과로 나온 숫자를 모두 합한 후 그 숫자에 2.5를 곱
하자.
SUS가 68 이상이면 평균 이상, 68 이하면 평균 이하로 간
주한다.

IT-컴퓨팅하기
9.1.3

운영 체제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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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인터페이스(Command line interface; CLI)
사용자는 개별 절차나 단어 전체, 혹은 축약어로 된 명령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컴퓨터에서 사용된 첫 대화
방식의 인터페이스였으며, 최근에는 이 명령어 인터페이스보다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뉴 인터페이스(Menu interface)와 폼 인터페이스(Forms interface)
메뉴 인터페이스는 운영 체제와
소통할 때 툴바(Toolbar)와 키보
드 단축키를 사용한다. 메뉴 인
터페이스의 형태는 다양해서, 롤
오버(Roll over) 메뉴, 팝업(Pop
up) 메뉴, 드롭다운(Drop down)
메뉴 등이 있다.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 기능이 메뉴 인터페이스의
한 종류이다.
폼 인터페이스는 행동을 완성하
기 위하여 사용자가 추가적인 정
보를 채워 넣어야 할 때 사용된
다.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저
장하기(Save as)’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은 ‘폼’을 보게 되는데, 이
폼은 파일명과 파일이 저장될 위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방 시현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Head-up display; HUD)
전방 시현 장치란 사용자가 시야각을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는 투명한 표시 장치(디스플레이)이다. 조종
사는 정보를 확인할 때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 고개를 들
어 앞을 본 상태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HUD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군용 항공기에 탑재되었지만
이제는 민간 항공기, 승용차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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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9.1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란

WIMP 인터페이스
옆의 그림을 보면 바탕화면에 창이 여러 개 떠 있다. 아이콘도 여러 개 있는데, 각
자 다른 파일 유형이나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위쪽에는 아이콘이 포함된 툴바가
있고, 그 위에는 추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풀다운(Pull-down) 메뉴가 있다.
WIMP는 마우스나 터치스크린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서, 이를 통해
아이콘을 조작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Speech-recognition voice recognition interface)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들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많은 운영 체제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폰의 시리(Siri), Xbox의 블링고(Vlingo) 등이 있다.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쓰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자연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누구든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복잡한 기계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도움말
메뉴에서 ‘이 문서를 어떻게 양면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음성으로 질문한다면
처음에는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거나, 아예 답을 못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문법
실수를 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또는 장황(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하게 말을 하기 때문이다. 기계가 쓰는 인공 언어가 대체로 인간의 언어보다
더 간결하고 정밀하다. ‘양면 인쇄 어떻게’라고 말하는 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터치⋅제스처 인터페이스
최초의 터치 및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2001년에
미쓰비시전기연구소(MERL)에서 만든 다이아몬드터치 테이블(Diamond
Touch Table)이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스크린에 동작을
입력하면 스크린은 사람들 중 누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알아맞힐 수 있다.

오늘날 터치 및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과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있으세요.

주된 동작을 하려면
가볍게 탭하세요.

이동하려면 밀어
넘기세요.

태블릿에서 사용되고 있다. 터치를 하면 터치된 지
점에서 발생한 신호가 프로세서까지 전기 자극 형
태로 이동하게 된다. 프로세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 터치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
해 어디서 끝났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다음 프로
세서는 운영 체제에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라는 명

축소·확대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좁히거나 늘리세요.

회전하려면
밀어 돌리세요.

앱 및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려면 가장자리에서
가볍게 미세요.

령을 보내게 된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나노 초
(nanosecond) 만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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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설계하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최종 사용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도 최종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노인을 타깃으로 하여 휴대 전화 수화기의 표면 재
료를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었다면 상업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제작되었다고 잘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휴대 전화의 경우는 기기 제어

IT-생각하기

기술이 부족한 어린이를 위해 기능에 대한 안내를 더 자세히 해주

9.2.1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단원에서 만들었던 질문
지와 페르소나, 그리고 사
용자층으로부터 수집한 데
이터와 여러분이 기획한 모

IT-계획하기

바일 디지털 장치의 최종

9.2.2

사용자가 여러분이 제작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사용할 때

프로토타입을 모두 수합하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알게 된 다음에는, 사용자가 장치로 무

자. 이 정보를 통해 다음 질

슨 작업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의 사용 목적,

문에 답해 보자.

그리고 기기가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파악

a) 사용자가 모바일 디지털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최종 사용자층에게 해당 기능이 얼마

장치의 운영 체제를 작

나 간단하게 느껴질지 설명해 보자. 아래 표의 양식을 가지고

동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왼쪽의 3가지(사용 목적, 특징, 유용성)를 먼저 완성해 보자.

있다면 무엇일까?
사용 목적

b) 작동 방식을 어떻게 다

특징

유용성

평가

시 설계하면 위에서 사
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부 또는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

9.2.3

여러분의 구상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해 준 사람들
에게 가장 오른쪽의 ‘평가’란 작성을 부탁하자.

9.2.4

최근 개발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상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새
로운 기술 중에서 사용자의 사용 목적을 좀 더 간편하게 만족
시켜 줄 기술이 있을까? 최근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개
발되고 있는지 웹에서 검색하고, 9.2.1 IT-생각하기와 9.2.2
IT-계획하기를 다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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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프레임 만들기
와이어프레임이란 소프트웨어의 각 기능이 디자인의 여러 부분과 어떻게

핵심 용어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소

연결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안내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버튼

프트웨어의 각 기능이 디자인의

이 눌리기 전과 눌린 후에 각각 휴대 전화 화면이 어떤 형태일지 보여 주는

여러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안내도.

것이다.

▲ 스마트폰용 앱의 와이어프레임

IT-컴퓨팅하기
9.2.5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여러분의 모바일 디지털 장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사용자가 그 장치가 어떻게
탐색할지 보여 주자.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형태는 어떨까?
어떻게 작동할까?
최종 사용자가 이 인터페이스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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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HCI 디자인: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9.3
핵심 용어
반복(Iteration): 좀 더 효율적인

검사, 평가, 반복

와이어프레임은 프로토타입처럼 검사를 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사용
자들이 시험 단계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통해 와이어프레임은 또 다른 반복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과정을 다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복 과정을 거친 뒤 다시 검사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수행하는 것.

와이어프레임을 만든다. 이러한 검사, 평가, 반복 과정은 디자이너, 혹은 그들
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제품에 만족하거나,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할 때까
지 계속된다.
여러분은 3단원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했을 때, 또 8단원에서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디자인했을 때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쳤다.

관찰 조사와 과제 분석
8단원에서 여러분은 사용자 집단에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했
다. 묻고 싶은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
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응답을 항상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
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 그 관찰한 사항을 통해 여러
분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관찰 조사를 할 때는 관찰 대상자에게 해야 하는 행동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
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의 와이어프레임을 사용하는
어린이를 관찰하기 전에는 와이어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밀어 넘기거나’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
면 와이어프레임 상의 이미지가 매번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관찰
대상자에게 행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
라고 한 다음, 행동이 끝나면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자.

▲ 관찰 조사의 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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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검사, 평가, 반복

만약 대상자가 어느 시점에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면 왜 그런지, 무
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의 장치 설계가 불

핵심 용어

분명했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받는 피드백이 장치를 개선하는 데 도

과제 분석(Task analysis): HCI

움을 줄 것이다.

작업 수행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관찰 조사를 통해 과제 분석을 할 수 있다. 과제 분석이란 HCI 작업 수행 방

과정을 이르는 말.

식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 붙이는 이름이다. 특정 작업의 각 요소, 즉 그 작업
이 몇 번이나 수행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복잡한지, 작업 완료 시 사
용자의 감정 반응은 어떠한지, 언제 완료되는지, 어떤 장비가 있어야 완료 가능
한지, 그 외에 각 작업에 고유한 여러 질문 사항 등이 모두 관찰 및 기록된다.

IT-컴퓨팅하기
9.3.1

a) 과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만든 모바일 디지털 장치 인터페이스의 와이어프레임을 검사해 보아
라. 사용자들이 여러분이 9.2.2 IT-계획하기에서 파악한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들이 와
이어프레임을 사용해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을 지켜보자.
b) 조사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평가하고 와이어프레임을 두 번째로 만들어 보자. 물론 그 과정에서 최종 사
용자층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변경 사항과 왜 그렇게 변경하였는지를 설명해 보자.

9.3.2

두 번째 와이어프레임을 검사하자. 피드백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만든 디지털 기기의 운영 체제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보자.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8단원에서 만든 모바일 디지털 장치의 운영 체제 인터페
이스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설계 과정에서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가능하게 될지,
또 특정 사용자층의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일은 아래와 같다.
여러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사용자층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미래의 첨단 기술을 알아보았다.
여러분은 와이어프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했다.

IT-컴퓨팅하기
9.3.3

여러분이 만든 기기의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에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기기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자. 여러분이 설계한 각 장치의 기능이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119

Unit 10

이미지 표현하기
도전 과제
정지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을 재생해 보자.

10.1

픽셀과 이미지 픽셀화

픽셀과 이미지 픽셀화
핵심 용어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정사각형들은 컴퓨터, 태블릿 혹은 휴대 전화 화면의

픽셀(Pixel, 화소): 화면을 구성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 ‘픽셀(Pixel)’이란 말

하는 가장 작은 요소. 컴퓨터상

은 ‘그림 요소(Pixel element)’의 줄임말이며, 각 픽셀은 화면의 작은 요소로

의 이미지 파일은 수많은 픽셀들
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픽셀의 사용은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전자 화면은 없
었지만, 로마인들은 모자이크를 만들 때 매우 유사한 방법을 이용했다. 색상
이 있는 작은 타일 여러 개가 배치되어서 멀리서 보았을 때 개별 요소보다는
전체 그림이 보이는 식이었다.
최초의 디지털 이미지는 1957년에 러셀 A. 커쉬(Russell A. Kirsch)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30,976개의 픽셀들로 구성되었으
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촬영한 이미지였다.

◀ 전자 디스플레이에서 어

◀ 이것은 최초의 디지털

떤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미지로 알려져 있

이미지가 커질수록 픽셀

으며, 1957년에 러셀

들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A. 커쉬(Russell A.

수 있다. 이는 로마의 모

Kirsch)에 의해 촬영

자이크 그림을 가까이서

된 것이다.

보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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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픽셀과 이미지 픽셀화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가로 1200픽셀, 세로 858픽셀로 구성되어 있다(1200
×858). 이미지는뚜렷하고 선명해 보인다.
그 아래에는 같은 이미지가 500% 확대되어 있다. 이미지가 아까만큼 선명
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가 원래의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외관
을 잃기 시작하면서 ‘블록 같아’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이미지는 1600% 확대되어 있고, 로마의 모자이크 타일들처럼 이미
지에서 나타나는 픽셀들을 매우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가 ‘블록
같아’ 보일 때, 이 이미지가 픽셀화되었다고 한다.

◀ 원래의 이미지

▲ 500% 확대

초기의 컴퓨터 게임에서는 픽셀화된 그래픽을 사용
하곤 했다.

▲ 1600% 확대

핵심 용어
픽셀화(Pixelated): 이미지에서
개별 픽셀들이 뚜렷하게 보일 때
사용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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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이미지 표현하기

1비트 이미지 표현하기
픽셀은 전자 화면 상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요소이지만, 컴퓨터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각 픽셀의 색상도 알아야 한다. 컴퓨터에 저장된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도 이진법으로 저장된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진 코드의 양은 그림에 사용하고 싶은 색
상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1비트 이미지는 각 픽셀에 이진의 1비트가 필요
하다. 이진법의 1비트는 0과 1의 두 숫자밖에 없으므로, 1비트 이미지는 두 가
지의 색상만 가질 수 있다. 이때 보통 검은색(1)과 흰색(0)이 지정되지만 다른
두 색을 지정해도 된다.
아래의 이미지(왼쪽)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는 다음과 같다.
00000000000000000110000000001001000000010000100000010
10010100010001100010010001100010001010010100000100001
000000010010000000001100000
아래(오른쪽) 표에서 이진 코드를 보면 더 간단하다.
0
0
0
0
0
0
0
0
0
0
0
0
▲ 1비트 이미지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1
0
1
0
0
1
0
1
0
0

0
1
0
0
0
1
1
0
0
0
1
0

0
1
0
0
0
1
1
0
0
0
1
0

0
0
1
0
1
0
0
1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 왼쪽 이미지의 이진 코드

IT-컴퓨팅하기
10.1.1

a)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나 온라인상의 픽셀 아트(Pixel a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복고풍의 1비트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아래의 이진 데이터를 사용한다. 게임 캐릭터는 검은색 또는 흰색이 되어야 한다.
00100000100000100010000011111110001101110110111111111111011111110110100
000101000110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에서 캐릭터로 사용될 이미지를 이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격자무늬 판에
그리려면 얼마나 많은 행과 열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힌트: 정사각형이다!
b) 1비트 픽셀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그 이미지를 이진법 문자열로 써 보자. 그다음 다른 친구에게 문자열을
넘겨서 그 친구가 문자열을 보고 픽셀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지 보자.

122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1 픽셀과 이미지 픽셀화

색심도

핵심 용어

픽셀당 비트(bits per pixel; bpp)의 수를 늘리면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
도 증가한다. 색심도는 픽셀 하나의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수
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 2가지 색상

1비트 이미지

2

색심도(Colour depth): 픽셀
하나의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되는 비트 수.

0, 1

2비트 이미지

2 = 4가지 색상

00, 01, 10, 11

3비트 이미지

23 = 8가지 색상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색심도가 높은 이미지일수록 픽셀당 비트 수가 높으며, 이는 이미지 파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색심도가 높을수록 파일의 크기도 증가한다. 요즘 텔
레비전의 HDMI 사양은 30비트 색심도까지 사용하는데, 이는 10억 7300만
개의 색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천만 개 정도의 색상밖에 구분할
수 없다.

IT-생각하기
10.1.2

4비트 이미지는 몇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을까?
8비트 이미지는? 24비트 이미지는 어떠할까?

IT-컴퓨팅하기
10.1.3

a) 256, 64, 32, 16, 8, 4개의 색상을 표현하려면
각각 몇 비트가 필요할까?
b) 적당한 8비트(256색) BMP 이미지를 사용해 이
미지의 색심도를 64, 32, 16, 8, 4로 점차 줄여
보자.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두는 것을 잊지 말고,
변환 시에도 파일 형식을 똑같이 유지하자. 각
파일의 크기를 예상하던 비트 수와 비교해 보자.
c) 색심도에 따른 각 이미지 품질을 비교해 보자.
색심도가 감소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IT-생각하기
10.1.4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중 크기가 가장 큰 디지털
사진은 무엇일까?
▲ 색심도가 각각 4, 8, 24비트인 동일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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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이미지 표현하기

10.2

이미지 크기와 파일 형식

해상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나 사진, 영상은 모두 해상도가 매우 중요하다.

핵심 용어

이미지와 영상의 경우 해상도는 해당 파일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일 뿐이다.

해상도(Resolution): 화면을 구
성하는 가로 및 세로 픽셀의 수.

이는 일반적으로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의 순서로 주어진다. 예를 들면,
1024×768과 같은 식이다. 이미지나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인간의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화면 디스플레이 역시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화면 디스플레이들은
오늘날보다 픽셀이 더 적었다. 예를 들어, 초기의 노키아 휴대 전화의 화면은
84×48 픽셀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아이폰 5S 화면은 1136×640 픽셀
이다. 현재의 4K 텔레비전은 3840×2160의 해상도로 구성되어 있다.

▲ 84×48 해상도의 노키아 3310과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폰 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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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미지 크기와 파일 형식

화면의 해상도가 높다고 이미지의 화질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

핵심 용어

냐하면 화면 자체의 크기도 화질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작은 디스플
레이에서 낮은 해상도는 큰 디스플레이에서 높은 해상도만큼 좋아 보일 수 있
다. 휴대 전화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와 멀리 떨어져서 볼
때를 비교해 보자. 화면 품질 픽셀 밀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고정된 해상도가 아니다. 이는 화면에 인치당 300개 이
상의 픽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첫 아
이패드에서는 9.7인치 화면에 인치당 300개의 픽셀을 구성하기 위해 총 2048
×1536의 해상도가 필요했다. 한편, 맥북 프로는 그보다 더 큰 13인치 화면에

픽셀 밀도(화소 밀도): 디스플레
이의 1인치당 픽셀의 수.
레티나 디스플레이(Retina display): 화면이 최소 10.5인치
(26.67cm) 떨어져 있을 때 인간
의 눈으로 개별 픽셀을 구별해 낼
수 없는 화면. 인치당 300개 이
상의 픽셀이 있으면 레티나 디스
플레이에 해당된다.

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2880×1800의 해상도를 적용시켰다.

IT-생각하기
10.2.1

여러분 휴대 전화의 화면 해상도와 픽셀 밀도를 알아보자.

화면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볼 때 파일의 크기나 화질은 그것을 보고 있는 화
면에 따라 달라진다. 해상도가 120×120인 이미지는 1680×1050 해상도의 화
면에서는 매우 작아 보일 것이고, 이 이미지가 화면 전체 크기에 맞게 확대되
면 매우 픽셀화되어 보일 것이다. 이상적으로, 이미지와 영상이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맞아야 최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

IT-생각하기
10.2.2

유튜브에서 1080p (고화질)로 업로드된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자.
그리고 영상 품질을 최대한 낮춰 보자. 영상을 일반 화면에서 시청
해 보고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 보자. 영상 품질에 차이가 있는가?
같은 영상으로 새 탭을 하나 띄워서, 한 탭은 1080p, 한 탭은
720p로 맞추자. 일반 화면에서 시청할 때 1080p와 720p 영상 사
이의 품질 차이가 느껴지는가? 각각 전체 화면으로 확대했을 때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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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종류

핵심 용어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비트맵 이미지는 격자
비트맵 이미지(Bitmap Image)

(그리드) 상의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이다. 반면 벡터 이미지는 수학적 계산을

: 격자(그리드) 상의 픽셀로 구성

통해 직선과 곡선, 도형으로 이미지를 만든다.

된 이미지.
벡터 이미지(Vector Image):
수학적 계산에 의해 처리되는 이

비트맵 이미지

미지로, 직선과 곡선, 도형으로

비트맵은 래스터 이미지(Raster image)로도 알려져 있고, 색심도와 화면 해

이루어져 있다.

상도에 대해 학습할 때 살펴본 이미지의 유형이다. 비트맵은 격자(그리드 시
스템) 위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의 해상도보다 확대될 경우 픽셀화되
어 나타난다.
비트맵 이미지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는
JPEG(발음: 제이-펙[j-peg]), BMP(발음: 비트맵[bitmap]), GIF(발음: 지프
[jiff]), PNG(발음: 핑[ping])이 있으며, 이들 형식들은 각각 그 장점과 한계점
이 다르다.

이 사진의 파일 크기는 원래 상태에서는 ▶
35.3MB이다. 아래 표에 있는 ‘파일 크기’ 행
을 통해 이 사진이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었
을 때 파일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손실’은 파일이 압축되었을 때 이미지 품질이 일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자
JPEG

GIF

PNG

BMP

심색도 지원
픽셀당
24비트
픽셀당
8바이트
픽셀당
48비트까지
픽셀당
64비트까지

투명도

애니메이션

압축

아니요

아니요

예 (손실)

예

예

예 (무손실)

예

아니요

예 (무손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파일 크기
매우 작음
1.19MB
작음
7.86MB
작음
9.94MB
큼
35.4MB

용도
웹 페이지상의 큰 사진

애니메이션 혹은 로고

웹 페이지상의 작은 사진

컴퓨터에 저장되는 사진

‘무손실’은 파일이 압축되었을 때 이미지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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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 형식 중 일부는 압축을 사용한다. 이것은 원본보다 이미지 크기를

핵심 용어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압축되면, 특히 크게 압축될 경우에, 데이

압축(Compression): 불필요한

터가 다소 손실되어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JPEG 이미지에

정보를 제거하여 데이터 파일의

서 이런 손실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크게 압축된 파일의 장점은 원본보다

크기를 줄이는 과정.

크기가 작아 더 빨리 불러올 수 있고 이미지가 웹 페이지상에서 더 빨리 나타
난다는 점이다.

IT-컴퓨팅하기
10.2.3

a) PNG 이미지 파일을 두 개 찾아보자. 오른쪽처럼 하나는 배
경이 투명한 그림이어야 하고 하나는 사진이어야 한다.
b) 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이미지를 각각 JPEG와
GIF 형식으로 저장해 보자.
c) 앞에서 배웠던 정보를 이용해 두 이미지에 대해 각각 아래
의 표를 작성해 보자.
파일 형식

투명도

파일 크기

이미지 품질

PNG
JPEG
GIF

벡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는 패스(Path)와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를

7배 확대

이용하여 화면에 맞게 그려진다.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에서 사용
된 직선, 곡선, 도형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컴퓨터는 이
를 그리기 위해 수학적 계산을 이용해 화면에 맞춰 표시한다는 것
이다.

벡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의 큰 장점은 크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의 크기가 변경되어도 비트맵 이미지처럼 픽셀화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또한 벡터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와 달리 정사각형
이나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면에 그림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산의 수가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복잡한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로

비트맵 이미지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벡터 이미지의 표준 파일 형식은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Scalable Vector Graphic; SVC)이다.

▲ 이것은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를
크기 조정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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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스테가노그래피와 움직이는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란
핵심 용어
스테가노그래피(Stegano-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는 ‘숨은 글’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
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은 밀랍 판에 글을 새기는 방식으로 메시

graphy): 메시지의 작성자와

지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판에 비밀 메시지를 새긴 다음

수신자만 메시지의 내용을 알

그 위에 밀랍을 입혀 밀랍에 다른 메시지를 새겼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밀

수 있도록 보내는 메시지의 정
보를 숨기는 기술.

랍에 새긴 글만 보게 되지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밀랍을 녹여 나무에 새
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이 종이 위에 다른 펜으로 칠해야
내용이 드러나는 투명 잉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 본 셈이다.
여러분이 사용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 다른 종류의 스테가노그래피로는
널 암호(Null cipher)가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워싱턴의 독일 대
사관에서 보냈던 메시지이다.
PRESIDENT’S EMBARGO RULING SHOULD HAVE IMMEDIATE
NOTICE. GRAVE SITUATION AFFECTING INTERNATIONAL
LAW. STATEMENT FORESHADOWS RUIN OF MANY NEUTRALS.
YELLOW JOURNALS UNIFYING NATIONAL EXCITEMENT
IMMENSELY.
(대통령의 통상 금지 결정은 신속한 주목을 받아야 한다. 심각한 사태가 국제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명서가 많은 중립국의 파멸을 예고한다. 황색지가 전국적
정서를 흥분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읽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메시지인 듯 보이지만 이 글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골라내어 읽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특정한 수신자에게는 이 메시
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PERSHINGSAILSFROMNYJUNEI
(퍼싱(인명; 미군 총사령관)이 뉴욕에서 6월 1일에 출발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스테가노그래피가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는 사
람들이 컴퓨터 기술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디지털 파일 속에 다른 메시지나 데
이터를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파일들은 이미지나 음악 파일부터 운영 체
제의 시스템 폴더에 있는 숨겨진 파일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를 알지 못
하는 사람은 비밀 메시지를 발견해 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해당 파
일이 겉보기에 똑같고 원래 상태로도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파일
안에 숨겨진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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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스테가노그래피와 움직이는 이미지

예를 들어, 아래의 이미지를 보도록 하자.

브래츨리 공원(Bletchley Park)의 사진이다. 이는 보통의 사진처럼 보이고,
사진을 확대해 개별 픽셀을 살펴보더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

IT-생각하기

다. 하지만, 이 사진을 구성하는 이진 데이터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10.3.1

비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낸

이처럼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파일에 여분의

적이 있는가?

비트를 추가하는 방법과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 LSB)’ 방식 등을

어떻게 보냈으며

이용해 이미지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들켰나?

파일에 여분의 비트 추가하기
이 방식은 파일에 숨기고 싶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브래츨리 공원
의 사진은 원래는 수천 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래의 이
진 데이터가 전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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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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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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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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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1

핵심 용어

만약 이 파일에 010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 이 코드 중간에 바로

데이터 손상(Data corruption):

010을 삽입한다면, 데이터 손상(Data corruption)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컴퓨터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

렇게 하면 사진의 외관이 변경될 수 있고, 다음 페이지의 위쪽에서 볼 수 있듯

표시되는 것.

하여 파일이 부정확하게 읽히거나

이 메시지가 파일에 숨겨져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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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이 파일에 추가된다면 브래츨리 공원의 사진은 아래처럼 보이게 된다.
이 파일은 손상된 상태이다. 이 파일을 앞쪽의 사진과 비교해 보자.

핵심 용어

하지만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는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컴퓨
터에 파일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알려 준다.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메타

메타데이터(Metadata): 데이터
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는 이미지의 외형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
밀 메시지를 포함한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마찬가지로 파일 데
이터 뒤의 맨 끝 부분에 비밀 메시지를 저장해도 이미지의 외형이 바뀌지 않
는다.
파일 데이터 뒤에 비밀 메시지가 저장되었다.

0

0

1

1

1

0

0

1

0

1

1

1

1

0

1

0

1

1

1

0

0

0

1

1

1

0

1

0

1

1

0

1

1

0

0

0

1

1

1

1

0

0

0

1

1

0

1

0

1

1

1

1

0

0

1

1

1

1

0

1

1

0

1

0

이 방법의 단점은 파일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파일 크기가 늘어난다는 것이
다. 보통 이미지 파일의 크기는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지나치
게 크다면 숨겨진 데이터가 있다고 추측하여 의심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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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스테가노그래피와 움직이는 이미지

최하위 비트 (Least Significant Bit; LSB)
데이터를 숨기는 다른 방식으로는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 혹은 LSB라
고 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데이터에 비트를 추가하는 대신 파일 안의 데이터를 교체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4비트 색심도인 사진이 있다고 하자. 이는 각 픽셀의 색상에 24비트의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뜻이다.

이 픽셀의 이진법 데이터는 110110101001011010010101이다. 보기 편하게 써 보면
다음과 같다.

Red

= 11011010

Green = 10010110
Blue

= 10010101

LSB 기술을 사용하면 최하위 비트인 각 바이트에서 가장 나중에 위치한 비트를 바꾸
게 된다. 그러면 위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Red

= 11011011

Green = 10010111
Blue

= 10010100

이 변화는 정말 미세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해 낼 수 없다.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자. 8비트 색상 중 왼쪽 색상은 오른쪽
과 다르다. 이 둘은 1비트 차이가 난다. 둘을 구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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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스테가노그래피 분석(Steganography analysis): 스테가노그래
피를 이용해 숨겨진 메시지를 발
견하는 과정.

24비트 색상에서 이 차이는 더욱 미세해진다. LSB 방식의 또다른 장점은 파
일 크기가 바뀌지 않아 이미지에 비밀 메시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
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파일에 삽입된 데이터 역시 암호화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테가
노그래피 분석이 매우 복잡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IT-컴퓨팅하기
10.3.2

시크릿 브레이커즈(Secret Breakers:
The Power of Three)의 저자인 H.L.
Dennis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http://
hldennis.com/birthdaymessage에 가
서 다운로드해 보자. 그다음 이미지를 확
대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보자. 찾
은 메시지를 http://hldennis.com/ 뒤
에 추가하면 다른 웹 주소로 연결될 것이
다(http://hldennis.com/***********).
해당 페이지에서 암호 해독을 계속하여 골
든 피닉스(Golden Phoenix)의 위치를 알
아내자.

움직이는 이미지
이제 정지 이미지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움직이는 이
미지와 촬영된 영상, 애니메이션은 어떤 과정을 거쳐 표시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정지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은 정지 이미지 여러 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차례로 펼쳐
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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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스테가노그래피와 움직이는 이미지

도전 과제

IT-컴퓨팅하기
10.3.3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완성할 차례이다. 정지된 이미지가 어떻게 디지털 화면 위에 표시되는
지 알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종이 플립북(Flipbook: 여러 장의 그림을 빠르게 넘겨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드는 책)을 만들어 컴퓨터에서 영상을 재생하듯 빠르게 넘
겨보는 것이다. 플립북의 각 페이지마다 그림이 하나 있으며, 이 그림 하나는 수백만 비트로 구
성된 이미지 파일 하나와 대응한다.
종이 플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많이 준비한 다음 그 종이를 한꺼번에
엮어 책 한 권으로 구성하면 된다. 마지막 장의 종이에 첫 번째 그림을 그린 다음 이어지는 각
장마다 그림을 조금씩 바꿔 그린다. 이렇
게 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그
림 시리즈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로 책을 빠르게 넘
기면 여러분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창의적으로 이미지를
몇 개나 그릴 수 있는지 시도해 보자. 그
리고 완성된 플립북을 옆에 있는 친구에
게 보여 주자.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10.3.4

10.3.5

영상이 재생되는 방식은 플립북

고화질(High-Definition; HD) 영상

의 작동 방식과 같다. 정지한 화

은 빠른 재생률과 고해상도 이미지

면이 연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들을 사용한다. 이는 HD 영상 파일

다. 재생률(Refresh rate)이란

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초당 몇 개의 이미지가 표현되
고 있는지를 말한다. 느린 재생

10.3.6

인터넷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영

률은 영상의 품질에 어떤 영향

상 파일을 다운받는 데 시간이 더 오

을 가져올까?

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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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계산기
프로그래밍하기

도전 과제

초등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수학
공부에 쓸 도형 계산기를 프로그
래밍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크래
치(Scratch)와 같은 그래픽 프
로그래밍 언어를 마음대로 하나
골라서 만들면 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한 페이
지를 보내 왔는데, 오른쪽과 같
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복습하기
1

2

다음을 계산하시오.
a) 490 + 219 =		

c) 24 × 8 =

b) 93 – 37 =		

d) 54 ÷ 6 =

오른쪽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5cm

3

오른쪽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42cm

4

오른쪽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14cm
9cm

핵심 용어
연산(Operation): 컴퓨터가 하
는 행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다
양한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거
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컴퓨터
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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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11.1.1

위의 수학 교과서를 보자. 계산기로 처리할 수 있는 수학 계산 작업
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11.1 변수 프로그래밍하기

11.1

변수 프로그래밍하기

계산 분석 (Analyzing calculations)
계산기를 프로그래밍하기 전에, 계산을 분석하여 각 계산식의 내용이 무엇
이고 계산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3 + 89 = 112
대수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a, b, c는 변수이다. a, b, c에 들어갈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계산의

나타낼 수 있다.

형태는 그대로일 것이라는 뜻이다.

a + b = c
여러분의 계산기 프로그램에서는 해답에 해당하는 변수에 특정값을 지정하

핵심 용어

게 된다. 이 경우에 해답에 해당하는 변수는 c이다. 이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도 있다.

변수(Variable):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c = a + b

장소를 이르는 말.

c에 특정값이 할당되기 위해서는 a와 b의 값을 알아야 하므로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a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다.
2 b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다.
3 c를 a + b로 설정한다.
IT-생각하기

클릭했을 때
a값을 정해주세요. 묻고 기다리기
a

을(를)

대답

로 정하기

11.1.2

a) 뺄셈을 할 때는 각 변수가 배열
된 순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

b값을 정해주세요. 묻고 기다리기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곱셈과 나

b

을(를)

대답

눗셈을 할 때는 변수 순서가 중

c

을(를)

a

c

로 정하기
+

b

로 정하기

말하기

요할까?
b) 입력값에 해당하는 변수는 무엇
인가?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입력
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양변에서 a를 뺄 경우, c = a + b를 c - a = b

c) 출력값에 해당하는 변수는 무엇

로도 쓸 수 있다. b에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인가?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출력

값을 알아야 하므로,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1 c 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다.
2 a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다.
3 b를 c - a로 설정한다.

힌트: 1단원에서 컴퓨터의 작동 방식에
대해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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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프로그래밍하기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컴퓨터는 데이터를 기억 장치 안의 변수라고
하는 장소에 저장하고(5단원 참조), 그 장소에서 되찾아 온다. 변수 이용은 컴
퓨팅적 사고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변수를 이용함으로써 추상화와 일반화 과
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
소를 나타내기 위해 변수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코딩하지 않
고도 그 요소의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의 이름을 설정할 때 해당 변수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하면
좋다. 예를 들어 도형의 각 변에 이름을 붙일 때 ‘높이’와 ‘폭’이라는 이름을 붙
여 두면 각 변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크기가
큰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찾아낼 때 유용하다.
시작

23 + 89 = 112에서 세 변수를 num1(숫자 1), num2(숫자 2), total(결과값)
으로 각각 입력하고 처음에 입력한 두 변수값을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숫자를 입력한다.

num1			num2
23			89

NUM 1로
저장한다.

컴퓨터는 각 기억 장소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찾아볼 것이고, 그 둘을
합한 다음 아래를 출력하게 된다.

total
숫자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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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순서도(Flowcharts)
NUM 2로
저장한다.

흐름도란 화살표로 연결된 여러 도형을 사용하여 일련의 사건을 도표로 나
타낸 것이다. 흐름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는 보통 타원이 사용된다. 입력

NUM 1과
NUM 2를 더한다.

과 출력은 마름모로 나타내며 기타 작업은 직사각형을 이용해 나타낸다. 화살
표는 흐름을 보여 준다. 흐름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매
우 유용하다.

결과값은
NUM 1과
NUM 2의 합이다.

결과값을 출력한다.

왼쪽의 흐름도에는 위에서 한 계산 작업이 나타나 있다.

핵심 용어
순서도·흐름도(Flowchart): 화살표로 연결된 여러 도형을 사용하여 일련의 사건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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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도표.

11.1 변수 프로그래밍하기

IT-계획하기
11.1.3

흐름도나 한글을 이용하여, 가로 길이가 9cm이고 세로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설명해 보자.

11.1.4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되는 블록은 그 용도에 맞는 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1.1.3 IT계획하기에서 작성한 명령어에 색상을 넣어 보자. 각 이벤트를 프로그래밍할 때 어떤 블록을 사용해야 할지
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의 키 메뉴를 이용해 보아라.

동작

이벤트

형태

제어

소리

관찰

펜

연산

데이터

추가 블록

▲ 스크래치 2.0의 명령어 그룹

IT-컴퓨팅하기
11.1.5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골라 그것으로 간단한 계
산기를 만들어 보자. 스프라이트를 하나만 사용하고, 입력
블록을 통하여 사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다리기
▲ 스크래치 2.0에서 입력 블록은 ‘묻기(Ask)’블록이라고 한다.

◀ 요즘 사용되는 그래픽 계산기는 여
러분이 코딩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본적인
단계에서의 코드는 유사하다.
▲ 처리 속도가 32배속으로 아폴로 2호를 달에
착륙시켰던 아폴로 유도 컴퓨터(Ⅱ Guidance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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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산 작업 프로그래밍하기

도전 과제
초등학생들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각기 다른 수
학 계산을 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작업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어떤 연산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간단하게 재설계해 보자.

핵심 용어
선택(Selection): 컴퓨터 프로
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
르는 것.

선택하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할 때, 각 선택의 결과로 이어질 경로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만약

회사에 계속 지각한다.

라면

일자리를 잃는다.
아니면
일자리를 지킨다.

만약,
회사에 계속 지각한다.
라면

예

일자리를
잃는다.

아니요
일자리를
지킨다.

블록 맨 위의 ‘만약, 회사에 계속 지각한다’는 조건이 만족될 경우 위에 있는
‘일자리를 잃는다’가 선택될 것이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있는
‘아니면, 일자리를 지킨다’가 선택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될 수 있다.

IT-생각하기
11.2.1

이것 말고도 ‘만약 … 아니면 … (If ~ else ~)’의 선택이 있을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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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산 작업 프로그래밍하기

흐름도에서 선택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흐름도 상의 다이아몬드 도형(Decision diamond)은 선택을 나타낼 때 이
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에는 ‘예’, ‘아니요’의 두 가지 선택만 가능하
게 되어 있다.

사용자가
숫자를 더하고
싶어하는가?

예

숫자를
모두 더한다.

아니요

숫자를
모두 곱한다.

예

사용자가
숫자를 곱하고
싶어하는가?
아니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최근 객관식 형태의 선다형 질문에 부합하도록 아래와
같은 흐름도 모양을 도입하였다.

‘Boo’라고 말하면 1번으로 가시오.
‘Hello’라고 말하면 2번으로 가시오.
‘Help’라고 말하면 3번으로 가시오.

1

2
Boo

3
Hell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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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선다형) 형태의 If문(조건문)인 ‘만약(If)’ 선택지도 있다. ‘만약’ 선택
지는 출력되는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만약 조건에 충족되면 해당
명령이 실행될 것이다. 이는 스크래치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클릭했을 때
Boo라고 하려면 1, Hello라고 하려면 2, Help라고 하려면 3을 입력하시오. 묻고 기다리기
만약

대답

= 1

라면

= 2

라면

Boo 말하기

만약

대답

Hello 말하기

만약

대답

= 3

라면

Help 말하기

IT-생각하기
11.2.2

위에서 설명한 선다형의
다중 If문의 선택지에
문제가 있을까?

IT-컴퓨팅하기
11.2.4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연산을 선택할 수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의 코드를 검사하
고 디버그하는 과정도 잊으면 안 된다.
실수(버그, Bug)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이다. 오류를 찾아내고 교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

IT-계획하기
11.2.3

사용자가 사용할 연산
(+, -, ❇, /)을 고를 수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자.

다.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찾아보자.
만약 선생님이나 친구의 코드는 잘 작동한다면 여러분 본인
의 코드와 비교하고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코드를 크게
소리 내어 읽으면 여러분이 의도한 맥락에서 코드가 적절하
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때로 자기 실수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해 보자. 아니면 한 번에 한
블록씩 코드를 작동시켜서 코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

핵심 용어
디버그(Debug): 코드를 수정해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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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자.

11.2 연산 작업 프로그래밍하기

코드에 주석 달기
프로그래밍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같은 프로

핵심 용어

젝트를 작업하는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코드에 주
석을 다는 이유는 코드에 메모를 남겨 기억해야 할 사항을 써 놓거나, 코드가

코드에 주석 달기(Commenting code): 코드에 메모를 남겨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기억해야 할 사항을 써 놓거나,

때문이다.

이게 왜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되
었는지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

클릭했을 때
Boo라고 하려면 1, Hello라고 하려면 2, Help라고 하려면 3을 입력하시오. 묻고 기다리기
만약

대답

Boo 을(를)

만약

대답

= 1

라면

▶답이 1이라면

2 초동안 말하기

= 2

라면

▶답이 2라면

Hello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만약

대답

= 3

라면

▶답이 3이라면

Help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 스크래치 2.0에서는 스크립트 영역을 오른쪽 클릭하고 ‘댓글 추가하기’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에 주석을 달 수 있다. 이 주석은 스크립트와는 별개의
개체이다.

IT-컴퓨팅하기
11.2.5

11.2.4 IT- 컴퓨팅하기에서 여러분이 만든 코드에 주석을 달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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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절차와 함수 사용하기

도전 과제
여러분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아이의 학부모 중 한 명이 대형 소프
트웨어 개발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계산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 계산기를 대량 생산하려면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
그래밍 언어는 절차나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핵심 용어
절차(Procedure): 프로그래밍
에서 명령의 순서를 정해 두고 다
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
프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서 입
력이 가능하다.
함수(Function): ‘절차’처럼 프

절차와 함수
절차와 함수는 부(Sub)프로그램이다. 부프로그램은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는 코드의 일부분이다. 둘 다 인자(Parameter)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
지만, 함수는 프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 그 정보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아래 예시를 보자.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여러 정사각형을 만든 뒤, 함수를
사용해 해당 도형의 둘레를 계산하고 있다.

로그램 명령의 순서를 추상화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 절차와 같이 프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서 입력 가능하지
만, 프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
정보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클릭했을 때
정사각형

정의하기

길이
크기를

5

펜 내리기

지우기

4 번 반복하기

4

만큼 움직이기

길이

10 %로 정하기

무한반복하기

0.3 초 기다리기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묻고 기다리기
길이

90 도 돌기

을(를)

정사각형

2

3

길이

0.3 초 기다리기

펜 올리기
둘레

을(를)

길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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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로 정하기
길이

* 4

결합하기

을(를)

1

대답 로 정하기

2 초동안 말하기

11.3 절차와 함수 사용하기

사용자가 변(1)의 길이를 입력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길이’라는 변수 부
분에 저장된다(2). ‘길이’는 그다음으로 ‘정사각형’이라는 함수로 이동하고(4) 스프라이
트를 움직이고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5). 여기에서는 함수가 무한 반복되
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계속 사용되게 된다.

IT-생각하기
11.3.1

만약 사용자가 정사각형 그리기 프로그램(142쪽 아래)에 25를 입력할 경우 둘레
는 얼마가 될까?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둘레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응용
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삼각형이라면?

도전 과제

이제 초등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줄 도형 계산기를
완성해 보도록 하자.
3단원에서 도형을 그렸던 것을 떠올려 보자. 그때 배웠
던 내용을 활용하여 도형 계산기를 만들어 본다면?

펜 색깔을

(으)로 정하기

펜 내리기
4 번 반복하기
50 만큼 움직이기
90 도 돌기

▲ 스크래치 2.0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있다.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11.3.2

11.3.3

절차와 함수를 사용하여 11.2.4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들었던 계산기 프
로그램을 개량해 보자. 여러분이 앞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둘레
와 넓이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원을 시작할 때 초등학생들이
보여 준 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계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도형 계산기를 프로그래밍해 보자.

11.3.4

어린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하도록 프
로그램을 고쳐 볼 수 있을까? 프로그
램에 애니메이션이나 소리를 더해 보
면 어떨까?

을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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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퀴즈
프로그래밍하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초등학생들의 수학 퀴즈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먼저 사용자의 이름
을 묻고 난 후 질문을 해야 한다. 퀴즈 프로그램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분마다 다른 종류의
문제를 질문해야 한다. 그중 적어도 한 부분은 컴퓨터가 임의로 생성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답은 숫자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12.1

추상화

추상화란?
제 컴퓨팅 퀴즈에 참가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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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써 주세요.

답은 ‘ADA’입니다. 맞았으면
스스로에게 1점을 주세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구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느 기계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해석 기관입니다. 맞았으면
스스로에게 1점을 주세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은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
입니다. 맞았으면 스스로에게
1점을 주세요.

최종 점수를 알려 주세요.

12.1 추상화

퀴즈 프로그램은 만화에 나온 것과 같이 각 단계별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

‘퀴즈 마스터’가 ‘퀴즈 도전자’들을 환영한다.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한다.
도전자들이 질문에 대답한다.
마스터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도전자들에게 정답을 맞혔을 경우 몇 점을
얻게 되는지 알려 준다.

6
7
8

모든 질문을 할 때까지 3, 4, 5단계가 반복된다.
마스터가 최종 점수를 묻는다.
도전자들이 각자의 최종 점수를 제시한다.

퀴즈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각 질문과 정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추상화는 중요
한 기술이다. 추상화를 하면 일을 처리하는 다른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퀴즈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도 있다.

1
2
3
4
5
6

핵심 용어
추상화(Abstraction): 아이디
어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부분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공통적

‘퀴즈 마스터’가 ‘퀴즈 도전자’들을 환영한다.

인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묻는다.
마스터가 질문을 한다.
도전자들이 대답한다.
모든 질문을 할 때까지 3, 4단계가 반복된다.
마스터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도전자들에게 각 문제의 정답을 맞혔을 경
우 몇 점을 얻게 되는지 알려 준다.

7
8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최종 점수를 묻는다.
도전자들이 각자의 최종 점수를 제시한다.

IT-생각하기
12.1.1

위에 제시된 단계 중에서 특정 세부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추상화할
수 있는 다른 과정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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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해결에 추상화 기법 이용하기
추상화를 통해 도전 과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IT-계획하기
12.1.2

아래 표를 완성하자. 추상화된 퀴즈에서의 각 순서는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블록 한 개 혹은 그 이상과
대응한다.
추상화된 퀴즈의 순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어

‘마스터’가 ‘도전자’들을 환영한다.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이름을 묻는다.
마스터가 질문을 한다.
도전자들이 대답한다.
마스터가 정답을 이야기한다.
마스터가 도전자들에게 정답을 맞혔을 경우 몇 점을 얻게
5x5=

되는지 알려 준다.

묻고 기다리기
클릭했을 때
수학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x5 =

묻고 기다리기

만약

대답

= 25

정답 을(를)

라면

2 초동안 말하기

대답

아니면

클릭했을 때

오답 을(를)

을(를)

수학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을(를)

대답

= 25

2 초동안 말하기
점수

2 초동안 말하기

을(를)

1 만큼 바꾸기

라면

▲ 여러분이 활용할 만한 스크래치 블록이다.
정답 을(를)

대답

2 초동안 말하기

아니면
오답 을(를)
점수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1 만큼 바꾸기

스크래치 2.0에서 퀴즈 질문이 어떻게 프로그래밍되는지
이해하기
입력 상자로서, 여기에

‘그와 같다’는 뜻의 기호

프로그래머(퀴즈 마스터)가
질문을 입력한다.

5x5=

묻고 기다리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한

만약

대답

= 25

라면

정답이다.

변수로서, 사용자(퀴즈 도전자)가
입력하는 답은 여기 변수값에
저장된다.

정답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아니면
오답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프로그래머가 설정한 값에
해당하면 ‘만약’블록의
‘그렇다면’블록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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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가 설정한 값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니면’
블록이 작동한다.

2 초동안 말하기

12.1 추상화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12.1.3

12.1.5

수학 퀴즈 프로그램을

준수와 보영이는 스크래치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2.0에서 ‘점수’라는 변수를

설계해 보자.

포함하여 이 코드를 만들었
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
드가 제대로 작동할 것 같

IT-컴퓨팅하기
12.1.4

지 않다. 여러분이 코드를
디버깅해 본다면?

클릭했을 때
4 x 2 = 묻고 기다리기
만약

대답

점수

=

을(를)

정답 을(를)

8

라면
1 만큼 바꾸기

2 초동안 말하기

아니면
오답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10 x10= 묻고 기다리기

12.1.3 IT-계획하기

만약

대답

= 100

에서 알고리즘을 작

점수

성했던 퀴즈를 프로

정답 을(를)

을(를)

라면

1 만큼 바꾸기
2 초동안 말하기

아니면

그래밍해 보자.

오답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변수(Variable)
11단원에서 배웠듯이, 사용자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컴퓨터는 이

핵심 용어

데이터를 기억 장치 안의 변수라고 하는 장소에 저장하고, 필요하면 변수라는
변수(Variable): 기억 장치에서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꺼내 온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변수를 일정하게 할지 변경 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

능하도록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 퀴즈를 만들 때 질문을 구성하
는 숫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변수를 num1, 두 번째
변수를 num2로 지정한 다음 매 반복 시마다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 것이다.
num1과 num2이 더해지면서 total이라는 변수가 매 반복 시마다 바뀔 것이
고, 문제의 답은 이 변수에 위치해 있다.

IT-생각하기

IT-계획하기

12.1.6

12.1.7

12.1.5 IT-컴퓨팅하기에 있는 준수와 보영

이때까지 퀴즈의 추상화와 퀴즈 문제

이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보면 변수인 ‘점

만들기 및 득점 방법 등에 대해 배운

수’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것들을 돌이켜 보고 11단원에서 배웠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코드를 살펴보고 코드

던 계산기 프로그래밍도 떠올려 보자.

가 잘 작동할지 생각해 보자. 만약 잘 작동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 우선 흐름도나

한다면, 매번 작동할 때마다 잘 될까? 혹시

한글을 이용하고, 컴퓨터가 정해 주는

고쳐야 하는 버그는 없을까? 만약 그렇다면

임의의 수를 사용하여 퀴즈를 설계해

어떻게 고쳐야 할까?

보자.

147

Unit 12. 퀴즈 프로그래밍하기

12.2

분해와 일반화

분해란?
컴퓨터 과학에서 ‘분해’란 어떤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덩어리로 나

핵심 용어

누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컴퓨터 과학은 이를 통하여 문제 전체를 한꺼번

분해(Decomposition): 어떤

에 고민하는 대신 문제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것을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

된다. 분해는 프로그래머들에게도 유용한 도구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

는 과정.

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개발하는 것이라서 만약 프로그램이

절차(Procedure): 프로그래밍

절차와 함수를 통해 분해되면 팀 구성원들이 서로 분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명령의 순서를 정해 두고 다
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
프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서 입

분해를 이용하여 도전 과제 해결하기

력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중 임의
의 장소에 정보를 다시 돌려 보낼

퀴즈를 분해하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수도 있다.

있을 것이다.

함수(Function): ‘절차’처럼 프
로그램 명령의 순서를 추상화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타이머 기능을 선택하면

둔 것. 절차와 같이 프로그램 중

사용자는 질문 개수를

임의의 장소에서 입력 가능하지

1개에서 20개 사이에서

만, 프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정보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카운트다운

맞힌 문제의

틀린 문제의

기능을 선택하면 지정된

개수를 표시

개수를 표시

시간에서 카운트다운 된다.

한다.

한다.

10 ▶

질문 개수
시간
피드백

▼
예

00:30

▼

02:20

정답 : 3

오답 : 1

▼

사용자는 각 정답과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

4 + 7 = │

나눗셈

사용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질문 중 어느 문제를
풀 것인지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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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사용자가 퀴즈를 다시 시작
하려면 초기화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

12.2 분해와 일반화

랜덤 숫자 생성기
랜덤 숫자 생성기(난수 생성기)는 패턴이 없고 임의인 것으로 보이는 일련
의 숫자, 철자 또는 기호를 생성한다. 난수 생성기는 컴퓨터를 이용한(Computational) 난수 생성기와 실제(Physical) 난수 생성기가 있다. 실제 난수 생
성기는 고대 이래로 계속 쓰여 왔다.

IT-생각하기
12.2.1

실제 난수 생성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힌트: 여러분의 수학 시간을 생각해 보자.

12.2.2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 숫자 생성기는 오늘날 어느 곳에서 사용할까?

대량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통계 자료가 얼마나 랜덤한 데이터인지 그 정
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보통은 숫자, 철자, 기호에 눈에 띄는 패턴이나 규칙
성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랜덤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일련의 순서가 통계
적으로 랜덤이라고 해도 정말로 랜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한 숫자 생성은 겉으로 보면 어떤 패턴이 없지만 사실은 아주 긴 순서
속에서 패턴을 가지고 숫자를 생성한다.
얼마나 더 랜덤한지를 알 수 있는 랜덤 수준은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여야
좋은 것이지만 랜덤 숫자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의 수준은 그 용도에 따라 달
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암호 작성(정보를 읽을 수 없는 암호로 바꾸어 보호
하는 것)에 요구되는 수준은 매우 높다. 하지만 퀴즈 생성이나 검색 및 분류
에 이용되는 알고리즘의 수준은 예측 불가능한 랜덤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IT-컴퓨팅하기
12.2.3

문제를 구성하는 숫자를 컴퓨터가 랜덤으로 생성하는 퀴즈로
프로그래밍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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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일반화란?
컴퓨터 과학의 묘미 중 하나는 여러 개를 한 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반화(Generalization): 특
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
던 개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
도 적용하는 능력.

일반화를 이용하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변수 코드를 사용하는 함수
나 절차 한 개로 대신할 수 있다.
만약 집을 짓는 데 이용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집을 정의하는 특
징(건물 토대, 현관문, 바닥, 창문, 방 등)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여
러 특징을 변수를 활용한 일반화를 통해 각 요소들이 집에서 몇 번 발생하는
지 파악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다.
집을 정의하는 특징

방갈로(단층집)

반단독주택

맨션(대저택)

건물 토대

1

1

1

현관문

2

2

4

바닥

1

2

3

창문

6

8

12

방

4

6

12

집 1 2 1 6 4는 방갈로, 집 1 2 2 8 6은 반단독주택, 집 1 4 3 12 12는 맨션
에 해당한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일반화 덕택에 여러 공장을 자동화시킬 수 있었다. 로
봇 팔을 설계하기 전에 로봇 팔이 해야 하는 모든 작업을 분석해야 한다.

▲ 공장의 로봇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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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로봇 팔은 작업을 하기에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지고 작업 수행을 위
해 여러 팔을 달아도 괜찮도록 유연하게 설계해 놓으면 공장의 노동자들이 각
로봇이 스프레이 작업, 못 박는 일, 나사 조이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래밍한다.

도전 과제 해결에 일반화 이용하기
여러분이 만든 덧셈 퀴즈를 블록 두 개를 이용하여 곱셈, 뺄셈 또는 나눗
셈 퀴즈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설계한 블록을 계속 사용하면서 작은 변경 사
항을 주면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사용했던 개념을 가지고 특징이 유사한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이다.
클릭했을 때
점수

을(를) 0 로 정하기

10 번 반복하기
덧셈

10 번 반복하기
뺄셈

정의하기

덧셈

정의하기

10 번 반복하기
num1

을(를)

5 부터

num2

을(를)

50 부터

total

을(를)

num1

num1

점수
정답

10 사이의 난수

=

을(를)

대답

라면

1

num2
와

num2

로 정하기

로 정하기
결합하기

와 =

결합하기

num1

을(를)

50 부터

num2

을(를)

5 부터

50 사이의 난수

total

을(를)

num1

-

묻고 기다리기

num1

만큼 바꾸기

점수

2 초동안 말하기

정답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 결합하기

와

total

만약

을(를)

아니면
오답

로 정하기

100 사이의 난수
+

+ 결합하기

와

total

만약

뺄셈

10 번 반복하기

=

을(를)

100 사이의 난수

num2
와

대답

라면

1

만큼 바꾸기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을(를)

2 초동안 말하기

num2

로 정하기
로 정하기

로 정하기
결합하기

와

=

결합하기

묻고 기다리기

아니면
오답

▲ 스크래치 2.0의 위 예에서는 덧셈에 사용한 블록을 반복하고 조금 수정하여 퀴즈에 뺄셈 문제를 추가할 수 있었다.

IT-생각하기
12.2.4

위의 예시를 보자. 만약 변수 num1에 생성된 임의의 숫자가 변수
num2에 생성된 임의의 숫자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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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
뺄셈
곱셈

7 - 2 = │

확인

나눗셈
덧셈

6 × 3 = │

뺄셈
곱셈

확인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50 ÷ 5 = │

확인

나눗셈

▲ 이 퀴즈에서는 사용자가 덧셈은 물론이고 뺄셈, 곱셈, 나눗셈 문제도 고를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IT-계획하기

12.2.5

12.2.6

여러분의 퀴즈에 덧셈,

퀴즈 블록을 어떻게 배열할지 계획해 보자. 앞 페이지에는 블록이

뺄셈, 곱셈, 나눗셈 문

전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지만, 다른 배열도 가능하다. 가능

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한 배열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다른 연산에 필요한 블

사용자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기

록도 만들어 보자. 각

컴퓨터가 순서를 랜덤으로 정하기

연산에서 생성할 값의

컴퓨터가 퀴즈 도전자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문의 세트를 결정

범위를 염두에 두어야

하도록 하기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예를 들면, 만약 도전자가 덧셈 퀴즈에서 8점 이
상을 맞았다면 곱셈 퀴즈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아니
면) 뺄셈 퀴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IT-컴퓨팅하기
12.2.7

12.2.6 IT-계획하기의 배열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퀴즈 프로그램이 12.2.5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블록을
포함하도록 수정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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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해와 일반화

특정 사용자층 공략하기

IT-생각하기
12.2.8

8단원과 9단원에서는 주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 특정 사용
자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다루었
다. 여러분은 페르소나 만들기와 디자인 과정에서 줄곧 사용자층을 염
두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프로필을 살펴본 후, 실
제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배웠다. 이 단원의 도전 과제
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퀴즈를 만드는 일이다. 프로그래밍
한 퀴즈가 해당 특정 사용자층에게 더 선호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고
치면 좋을까?

▲ 색채가 밝고 재미있게 구성된 퀴즈라면 여러분의 사용자 집단에서 선호도가 높을까?

IT-컴퓨팅하기
12.2.9

해당 사용자 집단의 선호도가 높도록 프로그램을 고쳐 보자. 잘 안되
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작업을 완성할 때 불완전한 시도를 하는
것도 매우 귀중한 일이다. 만약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주석 달기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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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타이머 추가하기

퀴즈에 타이머 기능을 추가하면 퀴즈 푸는 과정이 더 재미있어지고 도전 욕
구도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퀴즈 도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
키거나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타이머 기능의 효과는 어떻게 디자인되
는지, 퀴즈를 풀 사용자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 카운트다운(Countdown) 시계는 숫자를 거꾸로 세는
시계이며, 어느 사건(퀴즈 종료 등)이 발생할 때까지의

▲ 카운트업(Countup) 시계는 카운트다운 시계와는
반대로 작동하며,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 준다.

남은 시간을 알려 준다.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한 문제 또는 퀴즈 전체를 답하는 데 주어진 시간을
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는 1초라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데, 1단원에서 배웠듯이 컴퓨터는 CPU를 관리하기 위해 내장된 시계를 사용
하기 때문이다.
카운트-업 타이머는 퀴즈 도전자가 한 문제 또는 퀴즈 전체를 답하는 데 얼
마나 걸렸는지 알려 줄 수 있다. 도전자의 점수에서 걸린 시간을 빼는 방법도
있다.

IT-생각하기
12.3.1

IT-계획하기
12.3.2

여러분의 퀴즈 프로

순서도나 체계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퀴즈 프로그램에
사용할 타이머를 기획해 보자.

그램과 초등학생인
사용자 집단에는 어
떤 종류의 타이머가
적합할까?

IT-컴퓨팅하기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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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를 프로그래밍하자.

12.3 타이머 추가하기

도전 과제

여러분은 이 단원 맨 처음에 초등학생들을 위해 수학 퀴즈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맡았다. 당
시 과제에는 도전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묻고 질문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퀴즈
프로그램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 부분마다 다른 종류의 문제를 질문해야 했다. 그중 적어도 한 부분
은 컴퓨터가 임의로 생성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야 했고, 모든 답은 숫자로 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단원의 모든 학습 활동을 수행하면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되는 셈이다.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자.

IT-컴퓨팅하기
12.3.4

프로그램을 검사 및 디버깅하자. 실수 혹은 ‘버그’는 프로그래
밍 과정에서 흔한 일이지만,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은

핵심 용어
디버그(Debug): 코드를 수정해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 ‘디버깅(de- bugging)하
다’란 디버그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다.

정말 어려운 기술이다. 도움을 주자면,
올바로 작동하는 코드를 확인한 후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와 미리 알고 있는 코드가 다른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코드를 크게 소리 내어 읽으면서 여러분이 의도한 맥락에
서 코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이 실수한 코드를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짝을 이뤄 프로그래밍을 하여 문제를 발견
해 보자.
한 번에 한 블록씩 코드를 작동하여 코드의 어느 부분이 문
제인지 찾아보자.

IT-컴퓨팅하기
12.3.5

프로그램을 사용자 집단에게 내놓기 전에 먼저 평가해 보자.
퀴즈 도전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도전자들이 한 번 이상 해 보고 싶도록 흥미를 끌어야 한다.
신속하게 로딩되고 퀴즈를 풀 때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해야 하는 작업과 하겠다고 명시한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순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IT-컴퓨팅하기
12.3.6

여러분이 만든 퀴즈 게임
을 홍보할 간단한 광고
를 만들어 보자. 짧은 영
상을 통해 게임에 포함
된 수학적 기능, 형태 그
리고 게임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를 설명하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퀴즈가 지
침 사항에 충실한가?
여러분의 퀴즈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가? 만약 아
니라면 어떻게 수정해야 충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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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핵심 용어

정의

페이지

가설 검증(Hypothesis testing)

어떤 설명에 대해 과학적인 관찰과 조사를 거쳐 시험하여 테스트해 보
는 것.

24

검색 엔진(Search engine)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웹 페이지를 검색하고 페이지 목록을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82

검증(Verification)

코드의 문법, 구문, 어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

95

계산하기(Compute)

영어의 ‘To compute’는 원래 수학적인 계산을 행한다는 뜻의 동사이
다. 오늘날에는 전자 계산기 혹은 컴퓨터(Computer)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Compute’라는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다’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이게 되었다.

6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

더 추상화되어서 읽고 쓰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62

고정 관념(Stereotype)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널리 알려지고 단순화된 이
미지 혹은 생각. 이를 각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잘 들어맞을 수도 있고,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106

과제 분석(Task analysis)

HCI 작업 수행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

119

구문(Syntax)

언어에서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관련되는지 보여 주는 문법적 배열.

95

그래피컬 사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문자가 아닌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WIMP일 수도 있지
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아닐 수도 있다.

112

그래피컬 프로그래밍(Graphical programming)

텍스트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명령어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

41

기하학적 도형(Geometrical shapes)

수학적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형상.

36

네트워크(Network)

디지털 데이터와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 또는 통신 기반 시설.

71

누산기(Accumulator)

컴퓨터가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

66

데이터(Data)

가치 판단, 양이나 크기 측정 등 맥락 없이 축적되어 있는 자료. 예를 들
어 1, 5, 7, 23, 46, 47, 49 와 같은 숫자들이 데이터이다.

6, 22

데이터 손상(Data corruption)

컴퓨터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파일이 부정확하게 읽히거나 표시
되는 것.

129

드라이 런(Dry run)

작성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드
라이 런은 텍스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각 변수의 상태를 기
록하므로 프로그램 코드 한 줄에 드라이 런 한 줄이 대응해서 작성된다.

46, 67

디버그(Debug)

코드를 수정해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

레티나 디스플레이(Retina display)

화면이 최소 10.5인치(26.67cm) 떨어져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개별
픽셀을 구별해 낼 수 없는 화면. 인치당 300개 이상의 픽셀이 있으면 레
티나 디스플레이에 해당된다.

125

메모리(Memory)

컴퓨터는 입력된 데이터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처리 결과를 단기적으로

9

보관하는 장소.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컴퓨터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
면 지워진다.

156

140, 155

메타데이터(Metadata)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130

모델(Model)

실제 상황을 본떠 만든 것.

24

문법(Grammar)

언어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

95

바이트(Byte)

비트가 여러 개(대부분 8개, 예를 들어10010101)가 모여 바이트(Byte)
를 구성한다.

16

반복(Iteration)

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동일한 과정을 1번 이상 실시하는 것.

벡터 이미지(Vector images)

수학적 계산에 의해 처리되는 이미지. 직선과 곡선,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해(Decomposition)

어떤 것을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과정.

분해하기(Decompose)

어떤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작은 문제로 잘게 나누는 것.

18

불 연산자(Boolean operators)

예를 들어, AND, OR, NOT과 같은 연결어. 웹 검색에서 검색 결과를 관
리한다.

83

비트(Bit)

‘비트(Bit)’는 이진수에서 표현 가능한 한 개의 숫자를 나타내는 말로, 이
진법 숫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BInarydigiT에서 온 말이다.

16

비트맵 이미지(Bitmap images)

격자(그리드) 상의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

126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

112

색심도(Colour depth)

픽셀 하나의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수.

123

서버(Server)

네트워크(인터넷을 포함하여)에 연결되어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에 접
속하려는 요청을 관리하는 컴퓨터.

70

선택(Selection)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을 고르는 것.

순서도(Flowchart)

화살표로 연결된 여러 도형을 사용하여 일련의 사건을 나타내는 도표.

136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메시지의 작성자와 수신자만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내는 메
시지의 정보를 숨기는 기술.

128

스테가노그래피 분석(Steganography analysis)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과정.

132

시퀀스(Sequence)

하나씩 특정 순서에 맞게 실행되는 명령들의 집합.

50

실행하기(Execute)

일련의 명령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47

십진법(Decimal system)

숫자를 세고 계산하는데 보통 이용되는 방식. 0,1,2,3,4,5,6,7,8,9의 10
가지 숫자를 쓴다. ‘base10’이라고도 한다.

13

아이프레임(Iframe)

아이프레임을 이용해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여러분의 페이지로 가
져올 수 있다.

100

39, 50,
109, 118
126

37, 148

54,138

157

알고리즘(Algorithm)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순차적인 일련의 명령들의 모임.

20, 38,
46

압축(Compression)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데이터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

127

앱(App)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라고도 하며, 크기가 작고 전문화된, 휴대 기
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105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

CPU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 이진법보다는 기억하기 쉬운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연상 기호 코드(Mnemonic code)는 연산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레이블(Label)은 피연산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연
상 기호란 무언가를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용하는 글자 패턴이다.

65

연산(Operation)

컴퓨터가 하는 행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여러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거
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134

연산자(Operator)

CPU에 지시를 내리는 부분.

65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소프트웨어의 각 기능이 디자인의 여러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적
으로 보여 주는 안내도.

89, 117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OS)

작업 계획, 응용 프로그램 실행, 주변 기기 제어 등 컴퓨터의 기본적 운영
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112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 WWW or the web)

인터넷상에서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웹 페이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72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월드 와이드 웹상의 컴퓨터에 웹 페이지 방식으로 디지털화되어 저장된 정
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구글 크롬(Google Chrome),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같은
웹 브라우저가 있다.

71

유용성(Usability)

웹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빠르게 만들고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87

유효성(Valid)

어떤 것이 유효한지 검사하는 작업.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변호 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하며, 그 작업을 ‘유효성 검사’라고 한다.

95

이진법(Binary)

0과 1 두 숫자를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식. 모든 컴퓨터상의 계산은
이진법을 사용한다. ‘base 2’라고도 한다.

13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HCI는 사용자가 컴퓨터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분야.

102

인터넷(Internet)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전세계적인 통신망.

70

일반화(Generalisation)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개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하는
능력.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158

26, 34,
93, 150

입력 장치(Input device)

사용자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도와주는 장치.

9

저장 장치(Storage device)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새 파일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장소.

9

절차(Procedure)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의 순서를 정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절차 추상화(Procedural abstraction)

프로그램 처리 과정의 세부 사항을 ‘절차’나 ‘함수’ 속에 숨겨두는 것.

51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
는 정도.

87

정보(Information)

질문을 하거나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의미가 더해지는 처리 과정을 거친 데
이터. 예를 들어, 1, 5, 7, 23, 46, 47, 49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 이 숫자
가 복권 당첨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이 숫자는 데이터에서 정보가
된다. 같은 데이터라도 서로 다른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는 십진법으로는 일백십일이지만, 이진법 체계에서는 일곱
으로 해석되며, 알파벳 I 세 개(로마 숫자에서 셋을 뜻하는 III)로도 해석될 수
있다.

22

좌표(Coordinates)

정확한 위치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는 값이나 값의 짝. 2차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와 y 값을 사용하는데 x는 면의 가로 거리를 나타내고, y는 면의
세로 거리를 나타낸다.

38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컴퓨터의 한 부분.

10

추상화(Abstraction)

아이디어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부분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

출력 장치(Output device)

사용자가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게 해주는 장치.

9

캐스캐이딩 스타일 시트
(Cascading Style Sheets; CSS)

스타일 시트는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의 형식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스타일
은 웹 사이트 전체나 페이지, 또는 각 개별적 요소에 적용되어 웹 페이지를
쉽게 만들도록 한다. 개별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은 전체 문서에 적용된 스타
일 위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94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현실에서의 문제 상황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필
요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며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
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22

코드에 주석달기(Commenting code)

코드에 메모를 남겨 기억해야 할 사항을 써 놓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된
이유를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

141

클라이언트(Client)

네트워크(인터넷을 포함하여)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에서 받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컴퓨터.

70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Text-based programming)

사용자가 컴퓨터에 텍스트로 된 명령어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43

51, 142,
148

26, 34,
93, 145

159

패턴 식별(Pattern identification)

원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24

페르소나(Persona)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할 사용자를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하여 전형적인
사용자의 프로필을 설정하고 디자인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것.

105

프로세서(Processor)

주어진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9

프로토콜(Protocol)

컴퓨터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 받을 때 따라야 하는 통신 방법에 대한 규
칙과 명령.

74

프로토타입(Prototype)

제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해 만든 모델로, 디자인을 시험하고 검
증하기 위해 만든 것.

109

피연산자(Operand)

명령어(연산자)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나 기억 장치의 위치를 CPU에 전
달하는 부분.

65

픽셀(Pixel)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 컴퓨터상의 이미지 파일은 수많은 픽
셀로 구성되어 있다.

120

픽셀 밀도(Pixel density)

디스플레이의 1인치당 픽셀의 수.

125

픽셀화(Pixelated)

이미지에서 개별 픽셀들이 뚜렷하게 보일 때 사용하는 표현.

121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웹 페이지를 만들고 웹 브라우저에 다른 정보를 표시할 때 쓰는 주된 마
크업 언어. ‘하이퍼(Hyper)’란 그리스어의 ‘~을/를 넘어’ 라는 말에서
온 말로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하이
퍼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나 문서에 참조 표시를 할 때 사용된다.

72, 86

함수(Function)

‘절차’처럼 추상화된 일련의 프로그램 명령들의 집합. 함수는 반복 사용
이 가능하다. 절차와 같이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며, 프
로그램의 다른 장소로 정보를 돌려보내 줄 수도 있다.

51, 142,
148

해상도(Resolution)

화면을 구성하는 가로 및 세로 픽셀의 수.

124

WIMP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방식 중 하나. WIMP란 창
(Windows), 아이콘(Icons), 메뉴(Menus), 포인터(Pointers)에서 유래
했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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