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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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사고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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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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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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더링과 조지 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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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Unit 1

도전 과제
주요 운영 체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운영 체제를 고르는 데 도움을 주어요.

1.1

운영 체제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까?

운영 체제란 무엇일까?
핵심 용어

운영 체제(OS)는 작업 스케줄링, 응용 프로그램 실행, 주변 장치 제어 등 컴
퓨터의 기본적 운영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모든 컴퓨터에 운영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내장

OS): 작업 스케줄링, 응용 프로

된 컴퓨터에는 수행해야 할 특정한 작업이 있고 이 작업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램 실행, 주변 기기 제어 등 컴
퓨터의 기본적 운영을 관리하는

이런 경우 운영 체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운영 체제가 있으면 작업 변경

소프트웨어.

이 가능해지는데, 즉 데스크톱, 랩톱 및 휴대 기기는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버튼을 눌러 기본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사용자
와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업데이트될 수
도 있다.

핵심 용어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컴퓨터의 자원을 관

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

리한다.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며 이

는 운영 체제.

모두는 중앙 처리 장치 (CPU), 주기억 장치, 저장 장치에 접근을 요청한
다.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은 이 요청을 모두 처리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
하도록 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기반으로 할 플랫폼을 제공한다.
마우스,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등의 입・출력 주변 장치를 철저히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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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컴퓨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에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령문 등의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파일 관리, 파일・폴더 생성, 데이터 조작・저장 및 검색 등의 기능을 제
공한다.
컴퓨터 부팅을 관리한다.
컴퓨터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작은 프로그램인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복수의 개인 사용자들에게 각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계정 세부 사항을 통해 사용자가 접속 후 접근 가능한 파일과 프
로그램을 지정하는 등 사용자의 계정 컴퓨터 보안을 관리한다.
사용자가 선택 사항이나 환경 설정을 변경하여 시스템이 작동되는 방식
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 애플 맥Ⓡ 컴퓨터와 애플 아이패드Ⓡ에서 환경 설정을 변경할 때의 인터페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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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팅하기
컴퓨터 전원을 켜면 컴퓨터는 하드웨어에 대해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새
하드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본 뒤 운영 체제를 시작한다. 이것이 부팅 루틴

핵심 용어
바이오스(BIOS): 기본 입·출력 시
스템(Basic Input/Output System)의 약자. 바이오스는 컴퓨터
의 부팅 루틴, 즉 컴퓨터에 전원
이 들어올 때 수행되는 루틴에 필

(booting routine)이다. 이 과정을 ‘컴퓨터를 부팅한다’고 한다. 부팅 루틴에
관한 정보는 바이오스(기본 입・출력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
콜드 부트(Cold boot)란 컴퓨터가 완전히 꺼진 뒤 사용자가 컴퓨터 스위치
를 누르는 것을 말하며, 웜 부트(Warm boot)는 사용자가 운영 체제를 사용해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 바이오스 칩은 컴퓨터 메인 보드의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 바이오스에 들어갈 수 있다. 바
이오스에서는 컴퓨터의 부팅 루틴 작동에 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CPU
의 온도 등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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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는 부팅 루틴을 완료한 뒤 사용자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 일반적인 바이오스의 시스템 설정 인터페이스

▲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 로고

입•출력 주변 장치 관리하기

핵심 용어

주변 장치란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게임 컨트롤러 등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를 말하며,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주변 장치를 관리한다.

드라이버(Driver): 드라이버는

주변 장치를 구입하면 포장 상자에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란

프트웨어로, 운영 체제와 해당 기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 사

주변 장치 제조사가 제공하는 소
기가 연동될 수 있게 한다.

용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입・출력 주변 장치를 탐지하고 환경 설정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자가 새 주변 장치를
연결할 때는 운영 체제와 주변 장치가 연동되도록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했다.
이제는 주변 장치가 연결되면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컴퓨터

운영 체제

프린터 드라이버

프린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일반적인 바이오스의 시스템 설정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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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원 관리하기
프로그램과 입력 장치는 모두 CPU의 시간과 메모리(기억 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CPU 하나가 매초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와 메모리의 양은 한정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영 체제는 CPU와 메모리 모두에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각 응용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운영 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부분

IT-생각하기

을 메모리에 적재시키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일부를 메모리에
로드시키거나 메모리에서 제거한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

1.1.1

가끔 컴퓨터가 느려

이 있으면 메모리에서 제거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질 때가 있는데 왜 그

때 데이터 일부가 메모리에 저장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닫으면 이 데이터

럴까요?

는 제거된다. 이 작업은 운영 체제가 하는 일 중 아주 중요한 작업이며, ‘커널
(Kernel)’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를 관리한다.
커널은 소프트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메모리에 옮기거나 메모리에서 제거하
라는 요청을 받게 되며, 이러한 요청을 중앙 처리 장치(CPU)가 수행하기 위한
명령문으로 바꾸어 준다.
커널은 드라이버를 통해 각 주변 장치와 펌웨어가 컴퓨터 각 장치에 올바로
대응하도록 관리한다. 펌웨어(Firmware)란 읽기 전용 기억 장치(ROM) 또는
컴퓨터의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에 프로그래밍된 영구적인 소프트웨
어이다. 바이오스가 펌웨어의 일종이다. 펌웨어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아예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애플리케이션

커널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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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각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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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 계층
아래의 도표는 컴퓨터의 구조를 추상화 계층으로 나타낸 것이며, 운영 체제
가 이 구조 속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도표에 나타나 있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운영 체제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를 통해 프로그
래밍된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어셈블리어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어셈블리어란 기계의 이진수 명령어 세트에

커널

기반을 둔 기억하기 쉬운 코드를 뜻하며, 어셈블리어를 컴퓨
터에 입력하면 CPU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계어로 번
역된다. 즉 만약 기계에서 코드를 적절한 기계 명령어로 번역
해 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 같은 코드 집합이 여
러 다른 기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다. 각 어셈블리어는 특정

어셈블러

컴퓨터 구조에만 대응한다.

펌웨어

하드웨어

이러한 추상화 계층은 각 단계의 세부 사항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
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아래 단계에 대해
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의
작동만 신경 쓰고, 커널, 어셈블러, 펌웨어, 하드웨어는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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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운영 체제에는 저장 장치와 비디오 카드 같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가 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API의 요구 사
항을 충족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CPU의 속도, 메모리 및 저장 용량과 상관
없이 다양한 컴퓨터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다만 운영 체
제가 같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급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고급 언어는 대체로 다양한 컴퓨터 구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특정 구조에 속하는 운영 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핵심 용어

면 번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번역 프로그램은 고급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
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유틸리티이다. 번역 프로그램에는 두 종류가 있다.

번역 프로그램(Translator):
번역 프로그램은 고수준(Highlevel) 프로그래밍 코드를 컴퓨터
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 언어로
번역하는 유틸리티이다.

컴파일러(Compiler)는 고급어로 작성된 코드 전체를 기계어로 번역해 즉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인터프리터(Interpreter)는 고급 언어 프로그램 코드를 한 번에 명령어 하나
씩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번역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운영 체제
데스크톱이나 랩톱, 휴대 기기 그리고 휴대 전화까지 작동하려면 모두 운영
체제가 있어야 한다. 운영 체제의 종류는 다양하다.

데스크톱 및 랩톱
데스크톱과 랩톱에 자주 사용되는 운영 체제는 아래와 같다.

▲ Windows (윈도)

12

▲ Mac OS (맥 OS)

▲ Linux (리눅스)

1.1 운영 체제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까?

이 세 운영 체제 모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기능이 매우 유
사하지만, 눈에 띄는 차이점도 다소 있다.
윈도Ⓡ와 맥 OSⓇ는 저작권이 있는 운영 체제이다. 즉 이 운영 체제들은 특
정 단체에 속해 있고(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를 소유하고 있고, 애플이 맥
OS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단체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리눅스Ⓡ
는 오픈 소스 운영 체제이다. 이는 리눅스를 위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IT-생각하기
1.1.2

윈도, 맥 OS, 리눅스 운영 체제
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

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며, 리눅스 운영 체제에는 다양한 버전 또는 배

(GUI)를 조사하고 각 GUI 간

포판(Distribution)이 있다. 가장 흔한 배포판으로는 우분투(Ubuntu), 민트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Mint), 데비안(Debian), 페도라(Fedora)가 있다.

봅시다.

IT-생각하기
1.1.3

리눅스의 대표적인 배포판 4개인 우분투, 민트, 데비안, 페도라의 특성
을 조사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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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기기와 휴대 전화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와 같은 휴대용 기기, 그리고 휴대 전화는
데스크톱이나 랩톱과는 다르며, 필요한 운영 체제도 다르다. 이러한 기기에
맞게 따로 설계된 운영 체제가 있으며, 그중 가장 흔한 것으로는 윈도 폰Ⓡ, 애
플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있다.

▲ 윈도 폰(Windows Phone) 운영 체제의

▲ 애플 IO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운영 체제에 데스크톱이나 랩톱용 운영 체제에 있는 기능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운영 체제에는 복잡한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HCI)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영화 시청이나 음악 감상, 일정 관리, 게임 플레이, 인터넷 접
속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IT-생각하기
1.1.4

가장 흔한 휴대 전화용 운영 체제 세 종류(윈도 폰, 애플 IOS, 안드로이
드)의 HCI를 조사하고 각각의 기능을 비교해 보세요. 공통되는 기능과
운영 체제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각각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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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영 체제 비교하기

1.2

운영 체제 비교하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주요 운영 체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람들
이 각자에게 적합한 운영 체제를 고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였죠. 이제 여러분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 볼 시
간입니다.

이분은 김고은(Gloria) 씨에요. 김고은 씨는 72세이며 미국에 이민 간 딸과 손녀와 연락하고 지내기 위해 랩톱
이나 태블릿을 사려 해요. 그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어떤 운
영 체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IT-계획하기

IT-계획하기

1.2.1

1.2.2

김고은 씨가 사용 가능한 여러 운영

[계획하기]에서 수집한 정보로 포스터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를 만들어 보세요. 나타내려는 내용과

요? 앞서 1.1.1 IT-생각하기, 1.1.2

추천 사항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제시

IT-생각하기, 1.1.3 IT-생각하기에서

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비교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포스터 준비에

를 넣는 것은 어떤가요? 이미지나 사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보세요. 필요하다면

실관계는?

자료 조사를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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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또는
커맨드 라인

Unit 2

도전 과제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영국 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의 과학 수사 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디지털 수사에 이용되는 고차원적인 파일 관리 기술
을 사용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하는지 알려 주는 업
무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어요.

2.1

파일 및 폴더 관리하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 사용 시 자주 하게 되는 작업 중 하나는 파일 저장이다. 저장한 파일
을 다시 찾으려면 파일을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를 위해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GUI(‘구이(gooey)’

핵심 용어

로 발음한다)를 사용한다. 이 단원 전반부에서 알아볼 것은 GUI를 사용해 파
일 및 폴더를 이동, 이름 변경, 삭제하는 방법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
문자가 아닌 그래픽 형식을 사용
하는 인터페이스. WIMP(창, 아이

GUI를 이용한 파일 이동이나 파일 생성은 매우 쉽고 간편하며 이런 작업은
사람들이 처음 컴퓨터를 접할 때 맨 처음 배우는 작업이지만, 혼자서 처음 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콘, 메뉴, 포인터)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IT-생각하기
2.1.1

노인층이 처음 컴퓨터를 접할 때, 어떤 작업을 쉬워하고 어떤 작업을
어려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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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명 정하기 및 폴더 정리하기
파일이 서너 개밖에 없는 새 컴퓨터라면 모든 파일을 같은 장소에 저장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파일을 계속 쌓아두다 보면 긴 리스트 하
나에 모든 걸 저장해 두기 번거로워질 수 있다. 컴퓨터를 정돈하고 필요할 때
다시 필요한 작업을 불러오기 쉽게 하려면 폴더를 통해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작업물을 저장하기 위해 폴더를 만든 다음에는 폴더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
야 한다. 폴더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야 폴더의 성격을 잘 알 수 있고, 작업
물을 찾기가 쉬워지고, 파일이 옳은 위치에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파

▲ 실버 서퍼(Silver surfer)란 인터넷을

일이나 폴더 이름을 수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파일이나 폴더를 클릭하

고령층 사용자를 말한다. 실퍼 서퍼들

고, 잠시 기다린 후 다시 클릭하는 것이다. 다만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이

은 여러분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컴퓨

열리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활발하게 이용하는

터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

▲ 윈도 7과 맥 OS X에서 파일 이름 수정하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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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 앤 드롭, 또는 잘라 붙이기
폴더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파일을 맞는 위치에 이동시켜야 한다.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사용자는 파일을 현재 위치에서 다른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할 수 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디렉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면,
창을 두 개 열어서 한쪽 창에 있는 폴더에서 다른 창에 있는 다른 폴더로 옮기
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 창을 두 개 열면 한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기 빠르고 간편해진다.

파일을 이동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잘라 붙이
기(cut and paste)가 있다. 신문지에서 사진을
오려내듯 원래의 위치에서 파일을 오려 내서 새
로운 위치에 붙여넣기 한다.
윈도 7에서는 파일을 잘라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자르기에는 단축키 ctrl+x, 붙여넣기
에는 단축키 ctrl+v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
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다.
맥 OS X에서도 단축키를 이용해 잘라 붙이
기를 할 수 있지만, 단축키가 조금 다르다. 자
르기에는 cmd+x, 붙여넣기에는 cmd+v를 사
용한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자르고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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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일 및 폴더 관리하기

IT-계획하기
2.1.2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파일 및 폴더 관리 방법을 알려 주는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a) 먼저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옮겨 적고 완성해 보세요.
작업

왜

어떻게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이 할 줄
알아야 하는 관리 작업에 무엇
이 있는지 열거해 볼까요?

각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까요?

각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
지 설명하시오.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 이상이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서술해 볼까요?

b) 다음으로,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

포스터, 슬라이드 쇼, 워드 프로세서 문서, 스크린캐

가? 가장 빠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기억하기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막혔을 때 상황을 해결하

스트(Screencast), 비디오 등을 만들어 효율적인 파

기 적절한 방법?

일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파일 확장자
컴퓨터 파일의 이름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파일 이름과 파일 확장자이다.
예를 들어 Letter to bank.docx라는 파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파일 이름
은 Letter to bank이고 파일 확장자는 docx이다. 이름을 보면 파일이 어떤 파
일인지 알 수 있다. 확장자를 보면 파일의 종류와 파일을 열려면 어떤 프로그
램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IT-생각하기
2.1.3

아래의 파일 확장자를 해당하는 파일 종류와 연결하세요.
.docx

.mov

.jpg

.exe

.pptx

.html

.bat

.xlsx

.mp3

.pdf

이미지 파일로서 사진일 수도 그림일 수도 있다.
웹 페이지이다. 보통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다.
보편적인 비디오 파일 확장자이다.
문서 파일이지만 보통은 편집이 불가능한 파일이다.
음악 파일이다. 여러분도 이 종류의 파일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며,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슬라이드쇼 파일이다. 프레젠테이션 소프
트웨어로 열 수 있다.
‘배치 파일(일괄 파일, batch file)’로서, 더
블클릭하면 명령어가 쭉 뜨게 된다. 여러분
은 이런 종류의 파일을 전에 별로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직접 편집이 가능한 문서 파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로 이 파일을 연다.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문서이다.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로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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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령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일이나 폴더 이동에 GUI를 사용하지만, 이런 종류의

핵심 용어
커맨드 라인(Command line):
간단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
로, 여기에 명령어가 입력된다.

작업에 명령문을 사용할 이유도 몇 가지 있다. 컴퓨터 전문가들, 해커들, 과학
수사관들은 명령문 사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명령문이란 간단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로, 여기에 명령어가 입력된다.
명령문 사용의 첫 단계는 명령 프롬프트(Command prompt)를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명령 프롬프트 실행 방식이 다르다.

▲ 윈도 7의 명령 프롬프트. 윈도 7, 비스타 및 XP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기 위해서는 ‘시작’ 메뉴를 누
른 다음,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 순으로 누른다.

▲ 윈도 8의 명령 프롬프트. 윈도 8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 끝에서 화면
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마우스를 오른쪽 위 모서리로 이동시킨다. 그다음 ‘검색’을 클릭(또
는 탭)하고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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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령문

핵심 용어
디렉터리(Directory): 폴더를
기술적으로 이르는 말.

▲ 맥 OS X의 명령 프롬프트. 맥 OS X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려면 파인더 창(Finder window)을 열고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터미널’로 들어간다.

명령문에 명령어를 입력해도 GUI를 사용할 때처럼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명령문을 사용할 때는 보통 폴더를 디렉터리라고 이른다. 예를 들어 mkdir라
는 명령어는 ‘디렉터리를 만들어라’ 또는 달리 말하면 ‘폴더를 생성해라’는 뜻
이다. 그런데 운영 체제에 따라 명령문에 사용되는 명령어가 다르므로 주의해
야 한다.

IT-컴퓨팅하기
2.2.1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세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명령 프롬프트가 열리지 않을 경우 콘솔(Console)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봐도 좋아요 (sourceforge.net/projects/console)
아래의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 보세요.

윈도 명령어

맥/리눅스 명령어

설명

cd

pwd

현재 디렉터리 및 위치를 보여 준다.

dir

ls

해당 디렉터리의 파일을 전부 나열한다.

ipconfig

ifconfig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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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를 사용해 파일을 이동, 삭제 또는 이름을 변경할 때마다 그 뒤에서는
이런 명령어가 실행되고 있다. 사실은 명령어에 따라 파일이 이동, 삭제 또는

IT-컴퓨팅하기

이름 변경이 되는 것이지만, 사용자의 작업이 편리해지도록 GUI가 중개자 역

2.2.2

웹 브라우저를 열어

할을 하는 것이다.

www. hoddereducation.co.uk/compute-

IT-생각하기

it에 접속해 보세요. Year
8 2.2.2 Compute-IT

2.23

readme.pdf 파일을 내

명령문을 사용해 파일과 폴더를 정리하는 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려받아 열고 지시 사항에
따르세요.

아래의 명령어는 윈도 운영 체제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할 때 쓰이는 주
된 명령어이다.
작업
폴더나 디렉터리로 이동
바로 이전 디렉터리로 이동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을 출력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
파일을 디렉터리로 이동

명령어

cd

cd myFolder

dir

dir

cd

type
move
copy

파일 복사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 변경

ren
del

파일 삭제

md

디렉터리 생성
빈 디렉터리 삭제

예시

rd

cd ..

type file.txt

move file.txt NewFolder

copy file.txt copy_of_file.txt
ren file.txt new_file.txt
del new_file.txt
md CMDwork
rd CMDwork

아래의 명령어는 리눅스 또는 맥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할 때 쓰이는 주
된 명령어이다.
작업
폴더나 디렉터리로 이동
바로 이전 디렉터리로 이동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을 출력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
파일을 디렉터리로 이동
파일 복사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 변경
파일 삭제
디렉터리 생성
빈 디렉터리 삭제
22

명령어

예시

cd

cd myFolder

ls

ls

cd
cat
mv
cp
mv
rm

mkdir
rmdir

cd ..

cat file.txt

mv file.txt NewFolder

cp file.txt copy_of_file.txt
mv file.txt new_file.txt
rm new_file.txt
mkdir CMDwork
rmdir CMDwork

2.3 스크립팅(Scripting)

2.3

스크립팅 (Scripting)

배치 파일과 셸 스크립트
핵심 용어

예를 들어 특정 파일을 선택하는 명령어 하나, 파일 이동 명령어 하나, 이름
변경 명령어 하나, 이런 명령어 세 개를 동시에 여러 번 실행하고 싶다면, 매번

배치 파일(Batch file): 윈도 운

하나하나씩 타자로 입력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 그 대신 명령어 하나만 입

영 체제에서 하나 이상의 명령어

력하면 명령어 세 개가 모두 실행되는 스크립트(Script), 또는 배치 파일 혹은
셸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
배치 파일과 셸 스크립트는 운영 체제에서 파일 관리를 반복해서 행할 때 효
과적이다. 예를 들어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로그인 시간

를 모아 둔 간단한 파일.
셸 스크립트(Shell script): 맥
이나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모아 둔 간단한
파일.

이나 방문한 사이트 주소 등 시스템 사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기록할 때 로
그 파일을 사용한다. 이 로그 파일은 크기가 매우 커질 수도 있다. 학교 한곳에
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해마다 얼마나 많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이 많은 로그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고 이동, 저장하는 데 배치 파일
과 셸 스크립트가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자주 쓰이는 로그 파일은
작은 크기로 유지되고, 오래된 로그 파일은 문제가 있거나 파일이 오용되거나
공격받는 경우를 대비해 보관된다.

배치 파일 및 셸 스크립트 만들기
윈도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배치 파일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모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명령문에서 배치
파일을 편집할 수도 있다. 컴퓨터가 배치 파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파일을 .bat 확장자로 저장해야 한다.
맥이나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TextEdit이나 TextWrangler 등
의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sh 확장자 파일을 저장하자.

IT-컴퓨팅하기
2.3.1

브라우저를 열어 www.hoddereducation.co.uk/compute-it에
접속해 보세요. Year 8 3.2.1 Compute-IT readme.pdf 파일을 열고
지시 사항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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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카드 사용하기

IT-생각하기

제 몫을 하는 디지털 수사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다음 일은 바로
더 복잡한 배치 파일 및 셸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다.

2.3.2

명령어 여러 개를 반복
하기 위해 배치 파일이
나 셸 스크립트를 반복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까요? 반대로 단점이
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개별 파일마다 하나씩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txt’로 끝나는 파일이
나 파일명에 ‘secret’이 포함된 파일을 모두 찾아서 파일 모두에 적용되는 명령
어 하나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편하다.
윈도에서 이 작업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
이다.

요? 배치 파일과 셸 스

move *.txt textFiles

크립트를 한층 더 편리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아래의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

mv *.txt textFiles

을까요?

위의 코드는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textFiles’ 디렉터리에 옮기라는 뜻
이다.
*를 와일드카드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한 규칙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개의 와일드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move *secret* secretFiles’라고 입력하면 파일명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든 관계없이, 파일명에 secret이 포함된 파일을 모두 ‘secretFiles’ 폴더에 옮길 수 있다.

핵심 용어
와일드카드(Wildcard): ‘어떤
것이든’이라는 뜻의 기호. 따라서
‘*.txt’란 ’.txt로 끝나는 어떤 파일
이든‘이라는 의미이다.

IT-컴퓨팅하기
2.3.3

웹 브라우저를 열어 www.hoddereducation.co.uk/compute-it에
접속해 보세요. Year 8 3.2.3 Compute-IT readme.pdf 파일을 열고
지시 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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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이 단원 첫 부분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여러분은 영국 정부통신본부에서 과학 수사
요원으로 발탁되어 기본적인 훈련을 마쳤어요. 이제는 실제로 조사 업무를 맡을 차례예요.

IT-컴퓨팅하기
2.3.4

영국 정부통신본부에서는 악명 높은 해커 HEX의
공격을 받은 서버 여러 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
어요. 서버마다 해커가 남긴 일련의 유사한 파일
이 남아 있어요. 정부통신본부에서는 최근에 공격
받은 서버에서 파일 여러 개를 입수해 Year 8 Hex
Hacker Files.zip이라는 압축 파일로 압축했어요.
해당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www.hoddereducation.co.uk/compute-it.
여러분이 할 일은 파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치
파일이나 셸 스크립트를 사용해 정리하고 나면 작
업 결과물을 다음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a) ‘logFiles’, ‘dataFiles’, ‘hackedFiles’ 이처럼 디
렉터리 세 개를 생성하세요
b)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logFiles’ 디렉터리
로 이동하세요.

▲ 첼트넘(Cheltenham)에 있는 영국 정부통신본부

c) 파일명에 ‘hex’가 포함된 모든 파일을 ‘hackedFiles’ 디렉터리로 이동하세요.
d) 나머지 파일을 ‘dataFiles’ 디렉터리로 이동하
세요.
e) GUI를 이용해 ‘hackedFiles’ 폴더의 모든 파일
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 보세요. 숨겨진 메시지
를 발견할 수 있나요?
f) GUI를 이용해 ‘dataFiles’ 폴더의 모든 파일을 텍
스트 편집기로 열어 보세요. 숨겨진 메시지를 발
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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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이진 표현

Unit 3

3.1

도전 과제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에게
이진수를 가르쳐 주는 비디
오를 제작해 보세요.

이진수로 데이터 저장하기

이진수에 들어가며
컴퓨터 데이터는 이진수를 사용해 저장한다. 이진수를 사용하면 1과 0만으
로 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아래의 무척추동물 분류도도 같은 원리이
다. 이진수를 사용하여 특정 분류의 동물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01(아

IT-생각하기

니요, 예)은 벌레를 나타내는 식이다.

3.1.1

a) ‘woodlouse(쥐며느리)’
라는 단어를 이진수로 어

시작

떻게 나타낼까요?
다리가 있는가?

b) ‘slug(민달팽이)’라는
단어를 이진수로 어떻게

예

아니요

다리가 6개인가?

나타낼까요?

몸이 여러 부분(분절)으로
나뉘어 있는가?

아니요

껍질이 있는가?

아니요

예

벌레
몸 부분이
타원형인가?

예

아니요

민달팽이

곤충

다리가 8개인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몸이 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달팽이

노래기

예

쥐며느리

몸에서 부분마다
다리가 1쌍씩
있는가?
아니요

더 자세하게 구분하려면
페이지를 넘기세요

거미

장님 거미

예

지네

▲ 무척추동물 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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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진수로 데이터 저장하기

십진수와 이진수로 수 세기

핵심 용어

정수를 나타내는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 시스템에서 숫자를 몇
정수(Integer): 분수가 아닌 일

개 사용하는지 나타낼 때 ‘기수(ba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 숫자.

‘Bi’는 라틴어로 ‘2’를 의미하고, 이진수(binary)는 두 개의 숫자(0과 1)만 이
용한다. 따라서 이진수를 ‘base 2’라고도 한다. ‘Deci’는 라틴어로 ‘10’을 의미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십진수(decimal)는 ‘base 10’이라고도 한

이진수(Binary): 두 개의 숫자(1
과 0)를 이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법.
십진수(Decimal): 열 개의 숫자

다. 0, 1, 2, 3, 4, 5, 6, 7, 8, 9 열 개의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0~9)를 이용하여 수를 나타내

십진수 1536을 예로 들어 보자.

는 방법.

10을 열 개 모으면 100짜리 열에 추가할 100의

1이라고 쓰여 있는 첫 번째 열에서 시작하자. 십진수

자리 한 개가 된다. 536의 경우 100짜리 열에

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0부터 가장 큰 숫자인 9까지 세

숫자 5가 들어가고, 10짜리 열에 숫자 3이 들어

다가, 숫자가 9에 이르면 10짜리 열에 넣을 10 한 개가

가고, 1짜리 열에 숫자 6이 들어간다.

생기게 된다. 계속 0에서 9까지 센다.

× 10

× 10

× 10

× 10

값

10,000

1,000

100

10

1

숫자

0

1

5

3

6

현재 예시:

100

1s

1×6

=

6+

101

10s

3×10

=

30 +

102

100s

5×100

=

500 +

103

1,000s

1×1,000

=

1,000 +

104

10,000s

0×10,000

=

합계 :

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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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3.1.2

각 진법에서 쓰이는 숫자의 개수에 따라 십진수는 base 10, 이진수는
base 2라 불러요. 그렇다면 base 16, 또는 16진법에서는 숫자 9 다음
은 어떻게 표기할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인터넷 검색
으로 답을 알아보세요.

▼ 이진수: 컴퓨터의 언어

이진수로 수 세기
Base 2, 또는 이진수로 숫자를 셀 때도 십진수로 셀 때와 그 방식은 같다. 다
만 십진수에서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지만, 이진수에서는 0과
1 두 숫자만을 쓴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십진수에서는 값이 10이 될 때마다
단위가 하나씩 올라가지만, 이진수에서는 값이 2가 될 때마다 단위가 하나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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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진수로 데이터 저장하기

다음 이진수를 보자.
×2

×2

×2

×2

값

16

8

4

2

1

수량

1

0

1

1

0

현재 예시:

20

1s

0×1

=

0+

1

2s

1×2

=

2+

2

4s

1×4

=

4+

3

2

8s

0×8

=

0+

24

16s

1×16

=

16

=

22

2
2

합계 :

즉 이진수 10110은 십진수 22와 같다.

IT-생각하기
3.1.4

IT-생각하기
3.1.3

아래의 네 자리 이진
수를 십진수로 변환하

다음의 이진수를 십진수로 계산하세요.
a) 10

d) 11011

b) 111

e) 11111

세요.
a) 1011
b) 1010

c) 10001

c) 1110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기

IT-생각하기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기는 쉽고 간편하다.
십진수의 위 또는 아래에 이진수 각 자릿값을 쓴 다음, 이진수 자리에 1이 표
기된 십진수를 모두 더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진수 110011을 십진수로 변환하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1

0

0

1

1

32

16

8

4

2

1

3.1.5

다음의 여덟 자리 이진
수를 십진수로 변환하
세요.
a) 11010010
b) 01011111
c) 01001101

32 + 16 + 2 + 1 = 51
이진수 110011 = 십진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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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기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주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방법 1
십진수를 2로 나눈다. 만약 정확히 나눠진다면 0을 쓴다.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1이 있을 텐데, 이 1을 쓴다.

IT-생각하기

나눈 결과값을 2로 나눈다. 만약 정확히 나눠진다면 0을 쓴다. 정확히 나눠
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1이 있을 텐데, 이 1을 쓴다.

3.1.6

다음의 십진수를 이진

결과값이 0일 때까지 계속한다.

수로 변환하세요.

그 결과로 나오는 이진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장 작은 숫자에서 가장

a) 7
b) 9
c) 4

IT-생각하기
3.1.7

큰 숫자 순으로 쓴다.
예를 들면, 십진수 13을 방법 1을 이용해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3

÷

2

=

6

나머지

1

6

÷

2

=

3

나머지

0

3

÷

2

=

1

나머지

1

1

÷

2

=

0

나머지

1

1 1 0 1

다음의 십진수를 이진
수로 변환하세요.

십진수 13 = 이진수 1101

a) 56
b) 201
c) 195

방법 2
십진수에서 음수를 만들지 않고 뺄 수 있는 가장 큰 이진수 비트값을 찾는
다. 1을 쓴다.
빼고 남은 십진수에서 가장 큰 이진수 비트값을 찾는다. 음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1을 쓴다. 음수가 나온다면 0을 쓴다.
그 결과로 나오는 이진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큰 숫자에서 가장 작
은 숫자 순으로 쓴다.
예를 들면, 십진수 13을 방법 2를 이용해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3 - 16 = -3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 큰 비트값으로 이동한다)
13 - 8 = 5 (첫 번째 이진수 비트값을 찾았다)

1

5-4=1

1

1 - 2 = -1 (가능하지 않음)

0

1-1=0

1

십진수 13 = 이진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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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진수로 데이터 저장하기

비트, 니블, 바이트

핵심 용어

이진수에서 각 단위를 ‘비트(bit)’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이진수(Binary digIT)
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진수 1비트에서는 0과 1 두 개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

비트(bit): 이진수에서 각 단위를
비트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이진
수(Binary digIT)에서 온 것이다.
이진수 1비트에서는 0과 1 두 개
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3.1.8

3.1.9

다음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3.1.8 IT-생각하기에서 여러분이 한 대

a) 2비트

답을 살펴보자. 이진수 단위의 값과 각

b) 3비트

값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사이에

c) 4비트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나요?

d) 8비트

이진수 단위 모음은 컴퓨팅에서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된다. 여러분도 알다시
피 단위 한 개는 비트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단위에도 이름이 붙는다.

핵심 용어
바이트(byte): 비트 여덟 개의

이름
단위 한 개

비트

0

4비트

니블

1001

8비트

바이트

바이트이다.

10011101

니블(4비트)

0

0

1

수열. 예를 들면 10011101이 1

예시 이진수

비트

1

0

1

0

1

바이트(8비트)

▲ 비트, 니블 및 바이트

IT-생각하기
3.1.10

4비트가 ‘니블(nibble)’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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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진수 더하기 (이진수 덧셈)

이진수 더하기
십진수 두 개를 더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진수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십진수에서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합이 9보다 크면 자리
올림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진수에서는 같은 세로줄에서의 숫자 합이 1보다
크면 자리 올림을 하게 된다.
이진수 덧셈이 어렵지 않지만 실수를 하기 쉬운데, 우리가 십진수 덧셈에 익
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진수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만 잘 알아두면 된다.

숫자 1

0
0
0
1

+
+
+
+

숫자 2

0
0
1
1

숫자 3

+
+
+
+

0
1
1
1

이진수

=
=
=
=

십진수에서
해당하는 수

00
01
10
11

0
1
2
3

이진수 덧셈을 할 때, 이 조합을 미리 써 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다.
110+111 이 덧셈식을 보자.
1단계

2단계
1

1

0+

1

1

1

이제 두 번째 열을 더하자.
1 + 1 = 10

십진수에서처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을 맨 먼저 해결한다.
0 + 1 = 1
1
1
1
1

이진수의 1+1은 10이므로, 밑에 0을 쓰고 그 다음 열에 1을 옮기면 된다.
1
1

0+
1+

1
1

0+
1

0

1

1

1

3단계

IT-생각하기

이제 세 번째 열을 더하자.
1 + 1 + 1 = 11

1

1
1

1
1

0 +
1

1
1

0

1

최종 답은 1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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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다음의 이진 가산 식을 완성하세요.
a) 10 + 111

b) 1101 + 1011

c) 10011 + 101

d) 11100 + 10001

e) 100110 + 110001 f) 1001011 + 1111011

3.2 이진수 더하기(이진수 덧셈)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보통 8비트짜리 고정 길이 비트열(fixed-length bit
string)에 저장한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진 데이터(binary data)는 여러 블록으로 나뉘
어 있고, 각 블록에는 서로 연결된 메모리 공간(기억 공간, memory space)이
여덟 개 있다. 이 메모리 공간을 바이트(byte)라고 한다.

아래의 도표에는 메모리 블록(memory block)이 여덟 개 있고, 블록 하나에
1바이트가 들어 있다. 진한 색 블록에는 이진수 101이 들어 있지만, 각 블록에
1바이트만큼의 분량이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 비트(bit)도 비어 있을 수는 없으
므로 0으로 채워야 한다. 즉 101은 00000101로 저장된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
켜 고정 길이 비트열이라고 하며, 그 길이는 8비트가 된다. 컴퓨팅에서 이진수
가 8비트로 표시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때문이다.

▲

0

1

1

1

0

0

0

1

0

1

1

1

0

0

1

1

1

1

1

0

0

1

1

1

1

1

0

0

0

1

1

1

0

0

0

0

0

1

0

1

1

0

1

0

0

0

1

1

0

1

0

0

0

0

0

1

0

0

0

0

1

0

1

0

RAM: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101

IT-생각하기
3.2.2

전설적인 컴퓨터였던
Commodore 64의
RAM 메모리 크기를 알
아보세요. 왜 이런 어중
간한 숫자가 되었을까
요? 예를 들면 10 단위
의 숫자였을 수도 있었
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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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오버플로
메모리 블록이 8비트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큰 숫자를 다룰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래의 계산식을 보자. (십진수로는 255+1이다)
11111111+
00000001
100000000

핵심 용어

문제가 보이는가? 답은 100000000(십진수로는 256)으로 9비트 길이이다.
그렇지만 메모리 블록은 8비트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8자리만 저장

오버플로(Overflow): 오버플로

하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된 값이 00000000(십진수로 0)이 되어 버린다. 그러

는 계산 결과가 메모리에 저장

므로 비트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이 상황을 오버플로라고 하며, 중요한 현

될 수 있는 값을 초과할 때 발생
한다.

상이다. 컴퓨터가 오버플로를 해결할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방법
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오버플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자.

IT-생각하기
3.2.3

다음의 이진수 덧셈을 해 보세요.
a) 11010010 + 00010101
b) 00110110 + 10101011
c) 01001101 + 11001101
d) 01010010 + 00001001
e) 00001111 + 11110000

IT-생각하기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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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의 덧셈 중 오버플로가 일어나는 경우는?

3.3 다른 사람들에게 이진수 가르쳐 주기

3.3

다른 사람들에게 이진수 가르쳐 주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또래 친구들에게 이진수를 가르쳐 주는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에요.
0110110101100101
101100100110011

1100, 0011010110!
110111 0011100110!

01101100101100101
10011001011011010
01001101001011011
10011001010011010
011001011011011001…

젠장, 로봇 현대 시
같은건 싫은데.

다 끝나면
내 전원
다시 켜 줘.

IT-생각하기
3.3.1

여러분이 만들 튜토리얼 영상에서 이진수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지 고르세요.
이진수에서 십진수로 변환하기,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변환하기, 이진수 덧셈하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진수 덧셈하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진수 오
버플로를 발표 내용에 포함할 것인가요?

IT-계획하기
3.3.2

튜토리얼 영상을 스토리보드(storyboard) 형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3.3.3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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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집합
설계하기

Unit 4

도전 과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3비트 탐사 로봇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로봇은 도중에 만나는 장
애물을 피해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효율적으로 탐험해야 해요.

4.1

최선의 경로 찾기

명령어와 여러분 주위의 환경

핵심 용어

우리는 매일 어떤 목적지에 간다. 때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명령어(Instruction): 컴퓨터 과
학에서 명령어란 코드 실행에 필

를 계획하는 일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집에서 학교에
갈 때는 이미 어떤 경로로 갈지 익숙하므로 딱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요한 명령 언어이다.

다른 경로로 학교에 도착하는 친구에게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학교에 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지점이 있을까? 공원을 지나갈 때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는가? 주변 환경과 경로에 익숙해지면 ‘전문가’가
된다. 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소소한 명
령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방대한 저장 공간, 즉 뇌에 저장되어 있다.

라이트봇(Lightbot) 같은 게임은 최소한의 명령어
를 사용해 A에서 B까지 가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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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최선의 경로 찾기

경로 개발하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영
화관에 가거나 멀리 떨어진 축구 경기장에 가려면 버스나 기차 노선, 교통수단
시간을 확인하거나, 해당 장소에 걸어서 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수 있다. 여
러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는 것이 간단한 일이 될 수 있
다. 정보를 모두 외울 수도 있고, 인쇄물을 활용하거나 이동하면서 스마트 기
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뇌의 저장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GP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기 기억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경로나 주요 도로를 이용해서 도착하게 될 것이다. 경로
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명령어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로봇 프로그래밍하기
이제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한다고 상상해 보자. 친구
한테 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확하고 자세한 명
령어를 입력해야 한다. ‘스테이션 로드(Station Road)를 따라 걷다가 T자형 삼
거리를 만나면 길을 건너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 같은 설명으론 충분하지 않
다. 스테이션 로드를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길이 완전히 직선인가? T자형 삼
거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히 어디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가? 안전하게 길
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정확하고 자세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로봇은 우리 뇌처럼 정보를 저장했다가 불러내고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지 못한다. 사실 코드를 실행할 명령어가 적을수록 로봇한테는
좋은데, 명령어가 많을수록 로봇의 메모리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명령
어 몇 개로 길고 간단한 경로를 가는 것이 복잡한 명령어 여러 개가 필요한 짧
은 경로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때때로 로봇에는 로봇 스스로도,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환경

▲ 나사(NASA)의 화성 탐사 로봇이 화성
을 탐사하고 있다.

에 대해 탐색하는 능력도 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탐사대는 화성을 탐사
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 빅 트랙(Big Trak). 명령 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최초의 프로그래밍되는 장난
감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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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4.1.1

화성 탐사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a) 화성 탐사 로봇은 화성에서 어떻게 이동하나요?
b) 화성 탐사 로봇이 화성 지대를 성공적으로 탐사하는 데 장애가 되는 화성의 자연
환경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봇은 무엇을 감지하게 되나요?
c) 화성 탐사 로봇은 화성 지대를 탐사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모으나요?
d) 화성 탐사 로봇이 험난한 화성 지대를 탐사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는 어떤 것
이 있나요?
e) 화성 탐사 로봇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세 가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핵심 용어
효율성(Efficiency): 어떤 목표

효율적인 알고리즘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경로 이동

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

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경로를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런데 효

이 투입되는지 나타내는 기준.

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효율성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을 이용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고 해 보자. 다음 중 무엇을 고르겠는가?
가장 빠른 길
가장 짧은 길
유료 도로가 없는 길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여
러 경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효율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고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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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경로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고, 가
장 짧은 경로라면 연료가 절약될 것이고, 유료 도로
를 피해 가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
약 가장 짧은 경로에서 언덕을 많이 넘어야 하고 연

IT-계획하기
4.1.3

IT-계획하기에서 만든 행성을 가지고, 로봇
이 출발점에서 X 표시까지 도중에 장애물을

료가 더 많이 사용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상황

피하며 갈 수 있는 경로 두 가지를 설정해 보

의 경우 어떤 경로가 가장 효율적일까? 이 질문에

세요. 로봇은 아래의 명령어에만 반응해요.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면에서의 효율성인지,

앞으로: 로봇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앞으

어떤 조합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료인

로 한 칸 이동

가? 시간, 아니면 돈인가?

왼쪽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
오른쪽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뒤로: 로봇이 보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동
각 경로에서 여러분이 로봇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어를 기록해 두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명령어를 몇 개 사용했는지, 명령어를 종류
별로 몇 번 사용했는지 세어 보세요.

IT-생각하기
4.1.4

4.1.3 IT-계획하기에서 여러분이 기록한 경로
를 살펴보세요.
a) 어느 경로에서 명령어의 수가 더 적었나요?
b) 명령어 종류의 수가 더 적은 쪽은 어느 경
로였나요?
c) 어느 경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IT-계획하기
4.1.2

로봇과 로봇이 탐험할 행성을 만들어 보세요.
a) 사각형의 종이에 12×12 격자를 그려 보자. 가로줄은 0에서 11까지, 세로줄은 A에서 L까지입니다.
b) 여러분의 행성 위에 로봇이 탐험 중 맞닥뜨릴 수 있는 장애물을 여섯 개 그려 보세요.
c) 여러분의 행성에 있는 격자 한 칸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종이 위에 작은 로봇을 그리세요. 로봇을 행성 위 아
무 곳에나 두세요.
d) 로봇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네모 한 칸 위에 X라고 표시해 두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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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인 로봇이 길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가장 짧은 경로로 A에서 B로
도달한다고 할 때, 만약 여러 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한다면 그 가
장 짧은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명령어가 많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결정하기 전에 각 경로의 장단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명령어가 많을수록 비트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핵심 용어
인코딩(Encoding): 명령어가

데이터는 컴퓨터에 이진수, 1과 0의 형태로 저장된다. 십진수는 이진수로
표현될 수 있고, 명령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코딩된 2비트 로봇은 다

이진수로 코드화된 것을 인코딩

음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비트 두 개의 조합 각각에 명령어가 하나씩 할

되었다고 한다.

당된다.

명령어 집합(Instruction set):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특정 명령
어들의 집합.

00 = 앞으로
01 = 왼쪽 회전
10 = 오른쪽 회전
11 = 뒤로

명령어 집합은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모음을 뜻한다. 2비트 명령어
집합에 따라서는 로봇이 4가지 동작밖에 할 수 없다. 명령어가 더 늘어나면 로
봇이 더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경사 오르기, 날아가기, 땅
파기 등의 명령어가 가능하다면 길에 놓인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불
켜기 또는 끄기와 같은 명령어가 있다면 밤낮 차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비봇(BeeBot)은 네 개의 명령어(2비트 명령어 집합)를 이용해 맵을 탐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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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4.1.5

학교에 가는 길, 또는 평소 자주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앞으로, 뒤로,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이렇게 네 개의 기본 명령어만
으로 학교까지 갈 수 있나요?
b)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 열기’ 또는 ‘문 닫기’와 같은 다른 명령어가
몇 개 더 필요하나요?
c) 학교까지 가는 데 지름길을 이용하는 경우 ‘강 헤엄치기’ 또는 ‘계단
오르기’ 와 같은 명령어가 몇 개 더 필요하나?
d) 여러분의 명령어를 각각 2비트화해서 보여 주는 표를 만들어 보세요.
e) 명령어를 인코딩하는 데 몇 비트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IT-계획하기
4.1.6

a) 4.1.2 IT-계획하기 에서 만든 행성을 가지고 명령어를 2개 더 구상
해 보세요. ‘돌 옮기기’, ‘골짜기 날아서 넘기’와 같은 명령어가 있어
요. 로봇이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명령어를 로봇의
명령어 집합에 추가하세요.
b) 새로운 명령어 두 개를 사용해 출발점에서 X까지 가는 경로를 짜 보
세요. 경로마다 로봇에 내리는 명령어를 모두 기록하고, 목적지에 도
착하기까지 사용한 명령어의 종류가 몇 가지였는지, 종류별로 몇 번
씩 사용했는지 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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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4.1.7

명령어 집합이 더 작았을 때(4.1.3 IT-계획하기)의 경로, 그리고 명령어
집합이 더 클 때(4.1.6 IT-계획하기)의 경로를 비교하세요.
a) 두 경우 중 어느 쪽이 명령어의 수가 더 적었나요?
b) 두 경우 중 어느 쪽이 명령어의 종류가 더 적었나요?
c) 두 경우 중 어느 쪽의 이동이 더 효율적이었나요?

명령어가 더 많아지면 필요한 비트의 수도 늘어나고, 필요한 비트가 늘어난

핵심 용어

다는 것은 로봇의 기억 장치 용량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기

알고리즘(algorith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시저나 단체.
흔히 알고리즘은 순서도나 사람
들의 언어를 빌려 표현된다.

억 장치의 용량이 늘어나면 로봇의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에도 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진다. 하지만 반대로 명령어가
더 많아지면 로봇의 기능이 더 다양해지고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게 되며, 그 결과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좋은 알고리즘의 중요성
단지 명령어 집합이 크다고 로봇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능한 명령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 로봇 청소기의 명령어 집합은 작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인 혼다 아시모(Asimo) 로봇의 명령어 집합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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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선의 경로 찾기

IT-생각하기
4.1.8

a) 아래의 지도와 알고리즘 세 가지를 보세요.
먼저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간단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고, 그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순서대
로 나열해 보세요. 왜 순서를 그렇게 매겼는
지 설명하세요.

알고리즘 1

알고리즘 2

알고리즘 3

오른쪽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오르기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땅 파기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땅 파기

앞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오르기

동쪽으로

서쪽으로

때려 부수기

앞으로

남쪽으로

앞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때려 부수기

남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앞으로

동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b) 위의 세 가지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명령어는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각 알고리즘을 완료하는 데 걸린 총시간은 다음과 같

명령어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

앞으로

10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10

남쪽으로

20

서쪽으로

20

동쪽으로

20

오르기

60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매긴 간편성 순위에 변동이 생

땅 파기

30

기나요? 아니면 효율성 순위에 변동이 생기나요? 그

톱질하기

120

이유는?

때려 부수기

60

아요.
알고리즘 1 = 370초
알고리즘 2 = 350초
알고리즘 3 = 3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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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명령어 집합 설계하기

4.2

3비트 명령어 집합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하기

최선의 명령어 선택하기
로봇이 다양한 상황에 모두 적응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의 명령어를 프로그
래밍하게 되면 로봇은 더 큰 기억 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
격이 더 비싸지고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작업에
어떤 명령어가 필요한지 올바르게 고르고 로봇에 필요한 명령어만을 프로그
래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 어떤 명령어가
많이 사용될지, 어떤 명령어가 있어야 작업이 효율적일지 미리 생각해 보
아야 한다.

▲ 스마트폰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필요하고 자주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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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비트 명령어 집합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하기

IT-생각하기
4.2.1

a) 로본 조비(Robon Jovi)는 록스타의 꿈을 키워
왔어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로본은 세계에서 가
장 유명한 밴드의 리드 기타리스트를 따라 짧은
순회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로본이 기다려
오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녀는 멋진 공연
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 해요. 로본이 비
록 3비트 로봇이긴 하지만, 그녀는 최선의 효율
을 낼 수 있도록 명령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고 해요. 하지만 그 동시에 무대에서 눈에 띄기도 해야 해요. 로본이 3비트 명령어 집합에 맞도록 여덟 개의
지시를 내리려 할 때, 다음 지시 사항 중 어느 여덟 개를 골라야 할까요?

다리로 기타를 부순다

기타를 조율한다

인사한다

기타를 머리 위로 든다

잠잔다 (Sleep)

손뼉을 친다

기타 줄을 튕긴다

피크로 줄을 튕긴다

6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2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3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4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5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1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줄/프렛에서 손을 뗀다

점프한다

왼쪽 다리를 든다

오른쪽 다리를 든다

왼쪽 다리를 내린다

오른쪽 다리를 내린다

왼쪽 손을 든다

오른쪽 손을 든다

왼쪽 손을 내린다

오른쪽 손을 내린다

고개를 든다

고개를 숙인다

기타를 바닥에 내동댕이친다

다리 찢기를 한다

웃는다

피크를 관중석에 던진다

기타를 관중석에 던진다

무릎을 꿇는다

b) 여러분이 고른 명령어 여덟 개를 각각 이진수로 표현해 보세요.

로봇의 명령어 집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의 ‘프로시저’를 이용해 명령어 집합의 명령어를 시
뮬레이션할 수 있다. 프로시저 각각에 명령어 집합의 명령어가 하나씩 대응하
는 것이다.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배웠듯 프로시저란 프로그래밍에
서 명령의 순서를 정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하게 해 둔 것으로 프로그램의 어느

핵심 용어
프로시저(Procedure): 프로시
저란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의 순
서를 정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을 말한다. 프로
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주요 부분에서 필요할 때 각 프로시저를

있다.

불러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시저가 프로그램 메인 부분에서 호출(입력)을 받

호출(Call): 프로그램의 메인 부

으면 프로시저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된다. 프로시저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의

분이 프로시저를 실행하고 싶을
때 호출한다.

메인 부분이 계속 실행된다. 프로그램 메인 부분은 필요한 대로 프로시저를 결
합하거나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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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4.2.2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행성과 탐사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프로시저를 사용해 탐사 로봇이 행성을 탐험하도록 프로그래밍하세요.
a) 두 가지 색을 사용해 배경을 칠해요. 한 색깔은 로봇이 탐사할 지대에, 나
머지 한 색깔은 로봇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경로에 사용하세요.
b) 탐사 로봇을 객체(Object)나 스프라이트(Sprite)로 만들어 보세요.
c) 앞으로,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등의 명령어 세 가지를 코딩하여 프로시저
로 만드세요.
d) 프로시저를 호출해 탐사 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메인 프로그램
을 코딩하세요.

▲ 스크래치

2.0(Scratch

2.0) 프로그램이다. 프로그
램의 메인 부분이 코드를
통해 주요 경로를 파악한
다. 그다음 필요할 때 프로
시저 세 가지(앞으로,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를 호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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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치 2.0에서 만든 행성과 탐사 로봇의 예시이다.

4.2 3비트 명령어 집합으로 로봇 프로그래밍하기

실시간 명령으로 내려 로봇 제어하기
지금까지는 탐사 로봇이 미리 정해진 명령어에 따라 움직

IT-컴퓨팅하기

였다. 로봇이 출발하기 전부터 앞으로 가야 할 경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로를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서는 어떨까? 실시간으로 탐사 로봇에게 지시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2.3

4.2.2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
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여러
분이 탐사 로봇에 새로운 이진수
명령어를 내리면 그대로 로봇이

각 명령어는 특정한 이진수로 표현된다.

미리 계획된, 일정한 순서의 명령어를 짜기보다는, 로봇이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사용자로부터 직
접 명령어를 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로봇에 내리는 명령
어(이진수)를 정의하는 블록을 추가하면 적절한 이진수를 입
력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0=앞으로, 01=
왼쪽 회전, 10=오른쪽 회전 등이 있다.

이동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사용자가 이진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를 만들어 보세요.
답이 00인지, 01인지 혹은 10
인지 알아보는 ‘만약 …라면(if)’
선택문을 세 개 만들어 보세요.
각 ‘만약 …라면’ 선택문이 올
바른 프로시저를 호출해야 해요.
‘만약 …라면’ 선택문 주위를

장애물 극복하기

‘무한 반복하기(Forever)’ 루프

로봇의 명령어 집합이 작으면 메모리가 덜 필요해서 효율
적일 수 있지만, 반면에 로봇이 필요한 작업을 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문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
는 과정 중 하나이다. 여러분이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냈는

로 둘러쌉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코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를 디버깅하
세요.

데 로봇이 크레이터에 빠졌고, 로봇이 크레이터에서 빠져나
오도록 할 명령어를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로봇이 미션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IT-생각하기
4.2.4

여러분의 탐사 로봇이 식물과 동물까지 있는 행성에 착륙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맞닥뜨릴 수 있는 장애물
을 다섯 가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아래
의 표를 옮겨 쓴 다음 완성하세요.

탐사 로봇이 맞닥뜨릴 수 있는
장애물 (예: 물, 나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명령어
와 그 프로시저에 할당된 이진수

화면상의 이미지가 장애물 극복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 주도록 탐사 로봇을 프
로그래밍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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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명령어 집합 설계하기

4.3

3비트 명령어 집합의 효율성 측정하기

도전 과제

◀ 화성 탐사 로봇이 화성 지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
다. 이 데이터는 판(Board)에 저장된 다음 지구에 돌아와 화
성 표면의 지도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탐사 중에 인지한
장애물이나 이동 가능한 경로가 기록된다.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3비트 탐사 로봇을 프로그
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탐사 로봇은 도중의 장애
물을 피하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효율적
으로 탐험해야 해요.
효율성이란 우리의 필요나 무엇을 최적화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요.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
법 한 가지는 총 몇 비트가 사용되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에요. 경로 하나를 완료하는 데 비트가 적게 사용될수록 더 효율적인 것이에요. 명령어의 종류가 더 많으면
로봇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경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각 명령어에 드는 비트 수가 늘어나
각 동작에 비트가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비트짜리 명령어 세 개에 필요한 비트 수는 3비트짜리 명
령어 두 개에 필요한 비트 수와 같아요 그러므로 경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의 총개수와 활용 가능한 명령어
의 총개수를 잘 헤아려 봐야 해요.

IT-컴퓨팅하기
4.3.1

여러분이 4.2.3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탐사 로봇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가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해요.
a) 4.2.3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비트 계수기(Bit counter)를 추가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2비트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프로시저가 하나 호출될 때마다 변수 ‘총 비트 수
(TotalBits)’가 2 증가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면 변수 ‘총비트 수’가 0이 됩니다.
b) 각 프로시저에 따라 로봇을 작동해 보고 어떤 프로시저에서 필요한 비트 수가 가장 적은지 판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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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비트 명령어 집합의 효율성 측정하기

IT-컴퓨팅하기
4.3.2

a) 4.3.1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몇 개 설치해 보세요.
b) 탐사 로봇이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두 가지의 새로운 프로시저를 만드세요.
c) 명령어를 두 개 더 추가하면 모든 명령어에 필요한 비트 수가 늘어나게 되어요. 비트 계수기(변수
‘총비트 수’)가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알맞은 비트 수만큼 증가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세요.
d) 4.2.4 IT-생각하기에서 한 작업에 기반을 두어, 탐사 로봇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시각적으
로 나타내도록 탐사 로봇을 프로그래밍하세요.
e) 이제 각 프로시저에 따라 로봇을 운행하고, 어느 프로시저에서 비트가 덜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3비트 명령어 집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크기는?
이 단원에서 2비트 및 3비트 명령어 집합에 대해 배웠다. 그런데 2
비트 또는 3비트 명령어 집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크
기일까? 그리고 일반 노트북 컴퓨터는 2비트·3비트 명령어 집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나 수용할 수 있을까?

IT-생각하기
4.3.3

4,000개의 명령어가 가
능한 4비트 로봇을 프로

1987년, 코모도어 아미가 500(Commodore Amiga 500)은 시판되

그래밍하고 있다고 해 보

는 PC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성능이 좋은 PC의 하나였다. 이 컴퓨

세요. 로봇의 메모리는

터의 RAM은 512KB였다. 3비트 명령어 집합을 사용하는 탐사 로봇

1KB(킬로바이트)이에요.

은 명령어 30개를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
어 있고, 따라서 이 로봇의 메모리는 90비트가 된다(30×3). 3비트 명
령어 집합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바이트(byte) 하나에는 비트(bit)

이 경우 로봇이 4,000개의
명령어를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가 8개 있으므로 코모도어 아미가 500은 4,194,304비트(512×1024
×8)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즉 3비트 명령어 집합에서 나온
명령어가 한 프로그램당 30개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46,603개 있다
는 뜻이다.
메모리 용량은 1980년대 이후 많이 늘어났다. 이제 새
로운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의 RAM은 8GB(기가바이
트)에 이르며, 이는 명령어 30개가 가능한 3비트 명령어
를 745,654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코모도어 아미가 500은 1987년 출시되었을 때 RAM 용량이 512KB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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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Unit 5

도전 과제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봇을 설계하는 일이에요. 이 로봇은 혼자 힘
으로 미로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할 수 있어야 해요.

5.1
주요 용어

‘만약 …라면’ 선택문과 불 연산자

선택을 통해 결정 내리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배웠듯 사람들은 특정 조건에서 어떤 행동

선택(Selection):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발생할 결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행동의 흐름을 제공하

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선택이라는 행동을 한다. 선택의 가장 흔한 예로는 ‘만
약 …라면(if)’ 선택문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는 과정에 붙여지는 이름.
분해하기(Decompose): 어떤

만약 비가 온다면 코트를 입어라.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

만약 날씨가 맑으면 코트를 입지 마라.

단한 작은 문제 여러 개로 잘게
나누는 것.

하지만,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배웠듯 코트 입기, 또는 이 닦기 같은
겉보기에 간단한 동작이라도 분해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동
인지,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행위자와 행동이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IT-생각하기
5.1.1

여러분이 오늘 아침 했던

코트가 있는 옷장 쪽으로 간다.

선택 중 하나를 골라 ‘만

코트를 확인한다.

약 …라면’ 선택문을 사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코트를 걷어낸다.

해 표현해 보세요. 행동을
선택한 다음에는 한 행동을
분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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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야 한다. ‘코트 입기’의 행동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해될 수 있다.

코트를 입는다.
코트의 지퍼를 잠근다.
코트에 붙은 후드를 쓴다.

5.1 ‘만약…라면’ 선택문과 불 연산자

프로그래밍할 때 보통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만약 …라면’ 선택문
을 여러 개 맞닥뜨리게 된다. 예를 들면 ‘옷장과 여러분 사이에 문이 있는

주요 용어

가?’, ‘문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등의 선택문이 있다. 여러분은 감
센서(Sensor): 주위 환경을 감

각을 사용하여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로봇

지하고 측정하는 장치.

에게는 감각 기관이 없다. 대신 로봇은 센서를 이용해 선택의 과정에서 제
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린다.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5.1.2

5.1.3

a)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의 종류를 나열해 보세요.
b) 여러분의 감각 기관 중에서, ‘코트를 입고 집 밖으로 나오는 행동’
에 도움을 줄 감각 기관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세요.

사람의 감각 기관을 대신
하기 위해 로봇에게 달린
센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래밍하기 전 문제 추상화하기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스스로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
는 것이다. 복잡한 작업이고, 언뜻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 같기도 하

주요 용어

다. 하지만 추상화를 이용하면 보다 소화 가능한 소규모의 작업 몇 개로

추상화(Abstraction): 아이디

나눠 볼 수 있다.

어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우선 미로 자체를 추상화해 보자. 미로라고 하면 이런 게 떠오르는가?

부분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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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세부 사항(미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잡한지 등)을 모두 제거하면 미로를 단순화하여 아래와 같이 격자 위에 그
려서 표시할 수 있다.

이제는 로봇을 추상화해 보자. 로봇이 미로 속을 돌아다니기 위해 반드시 해
야 하는 작업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로봇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왼
쪽이나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명령에 따
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로봇에 터치 센서(또는 근접 센서)도 세 개 있어
야 할 것이다. 센서 세 개를 구별하도록 각각 색을 다르게 해 구분하는 것도 가
능하다. 이렇게 센서를 달면 로봇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택 프로그래밍하기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려면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한다. 다음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홍색 센서가 흰색 길을 감지하면 앞으로 가라.
분홍색 센서가 녹색 벽을 감지하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라.

만약 미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로봇은 이 명령
어 집합을 통해 미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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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만약…라면’ 선택문과 불 연산자

그런데 만약 미로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면 어떨까?
명령어 집합에 왼쪽 회전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분홍색 센서가 흰색 길을 감지하면 앞으로 가라.
분홍색 센서가 녹색 벽을 감지하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라.
분홍색 센서가 녹색 벽을 감지하면 왼쪽으로 90
도 회전해라.

하지만 위와 같은 명령어 집합으로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경우 로봇
이 왼쪽으로 회전할 수 없게 되는데, 오른쪽 회전 명령어와 왼쪽 회전 명
령어의 조건이 정확히 같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갈등 요소가 된다. 로
봇이 오른쪽으로 회전할지 왼쪽으로 회전할지 감지해서 판단하려면, 센
서 세 개를 사용해 각각 다른 ‘만약 ⋯라면’ 선택문을 세 개 만들어야 한다.
분홍색 센서가 흰색 길을 감지하면 앞으로 가라.
파란색 센서가 흰색 길을 감지하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라.
분홍색 센서가 흰색 길을 감지하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해라.
움직이는 거리를 32로 설정한 이유는 미로
에서 네모 한 칸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로봇이 32만큼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IT-컴퓨팅하기
5.1.4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미로를 만들고, 서로 다
른 색의 센서 세 가지가 달린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로봇이 ‘만약 ⋯라면’ 선택문
세 가지(앞으로 가기, 왼쪽-오
른쪽 회전)를 사용하여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

▲ 스크래치 2.0에서 프로그래밍한 ‘만약 ⋯라면’ 선택문 세 종류

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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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연산자 AND와 OR로 코드 개량하기
학교에 준비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결정할 때 다음의 ‘만약 ⋯라면’ 선택
문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IF) 체육 수업이 있다면(THEN) 스포츠 기구를 전부 챙겨 가라.

주요 용어
불 연산자(Boolean ope-

하지만 만약 이번 수업에서 테니스만 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기구도 많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선택문을 개량해서 더 정교하게 만
들어야 한다. 이때 불 연산자인 AND와 OR를 활용하면 된다.

rator): AND, OR, NOT과 같은
연결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
을 내릴 때 더 정교한 조건을 형
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약(IF) 체육 수업이 있고(AND) 수업에서 테니스를 한다면(THEN) 테
니스 기구를 챙겨 가라.
만약(IF) 체육 수업이 있고(AND) 수업에서 하키를 한다면(THEN) 하키
기구를 챙겨 가라.
만약(IF) 테니스 시합이 있거나(OR) 테니스 연습이 있다면(THEN) 테니
스 기구를 챙겨 가라.
만약(IF) 하키 시합이 있거나(OR) 하키 연습이 있다면(THEN) 하키 기구
를 챙겨 가라.

불 연산자를 사용하면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로가 결승선이 있는 순환 노선일 경우를 상상해 보아라. 이 경우 분홍색
센서가 흰색 길 ‘또는’ 검은색 선을 감지할 때 로봇이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로봇이 결승선을 넘어 계속 순환 노선 위에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분홍색 센서가 흰색 또는(OR) 검은색을
감지하면 로봇이 앞으로 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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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만약…라면’ 선택문과 불 연산자

▲ 여기에서는 입력값 두 개와 또는(OR)을 써서 로봇이 결승선을 넘도록 하였다.
로봇이 순환 노선을 완주하는 횟수를 제어하고 싶을 경우 랩 계수기(lap
counter) 변수를 추가할 수 있다. 랩 계수기는 로봇이 검은색 결승선을
넘을 때마다 1씩 증가하게 된다.

▲ 랩 계수기는 처음에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IF) 로봇이 결승선을 통과하면(THEN) 랩 계수
기에 1이 추가된다.

이제는 로봇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횟수를 제어하여 로봇이 특정 횟수만
큼 랩을 완료하면 정지시킬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 만약(IF)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에 닿았고 또한(AND) 랩 계수기가 3이 되면(THEN) 로봇이 정지
한다.

5.1.6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를 사용하여 순환 노선을
만들고 서로 다른 색상의

IT-계획하기
5.1.5

a) 로봇의 앞에 결승선이 있든 없든 계속 순환 노선을 따라 돌도
록 알고리즘을 작성하세요.
b) 로봇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랩 계수기를
알고리즘에 추가하세요.

센서 세 개가 달린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해
진 키를 누르면 순환 노선을
세 번 도는 로봇을 프로그래
밍하세요.

c)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랩 계수기가 3이 되면 로봇이 멈추도록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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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택문 중첩과 불 연산자 NOT

선택문 중첩하기
핵심 용어

어떤 코드 안에 다른 코드가 들어가는 것을 중첩이라고 한다. 『컴퓨팅 사고
력 키우기 ①』에 있는 웹 페이지 코드를 예로 들어 보면, <title> 나만의 웹 페

중첩(Nesting): 어떤 코드 안에

이지</title> 코드는 문서 헤더의 코드 안에 중첩되어 있다.

다른 코드를 넣는 것.

<!doctype html>
<html>
<head>
<title>나만의 웹 페이지</title>
</head>
<body>
<p>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신기하다.</p>
</body>
</html>
선택문은 중첩될 수 있으며, 선택문의 중첩은 특정 요구 사항에 부응하도록
큰 데이터를 여러 작은 데이터로 세분화하여 연속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보다 간단한 문제 여러 개로 나누는 분해 과정의 일종
이다.
예를 들어 남성용 파란색 청바지를 찾으려면, 먼저 남성용 옷을 찾고, 그다
음 청바지, 그다음에는 파란색 순서로 검색할 수 있다.
IF 남성용 의류 THEN
IF 청바지 THEN
IF 파란색

IT-생각하기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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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드에서 중첩의 다른 예를 찾아보세요.

5.2 선택문 중첩과 불 연산자 NOT

▲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있는 필터 기능은 ‘만약 …라면(if)’ 선택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각 필터는 그 전 단계의 ‘만약’ 선택문에서
나온 데이터 출력 결과를 가지고 실행하는 ‘만약’ 선택문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 사항을 좁히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선택문 중첩이 어떻게 로봇을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까?
한 번에 센서 하나를 이용하여 로봇이 길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래밍
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센서 2개를 이용해 조건 두 가지를 테스
트하고 그 결과를 결합하면, 문제 상황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
어 만약 비가 오면 비옷을 입을지, 우산을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바람도
불면 우산보다는 비옷이 더 나을 것이다.
IF 비가 온다 THEN
IF 바람이 분다 THEN
비옷을 입어라

센서를 여러 개 사용하면 로봇이 더 똑똑해진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로봇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장애물을 더 잘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이 미지의 화성 지대를 탐험할 때 이용하는 알고
리즘과 유사하다.

IT-계획하기
5.2.2

위에서 설명한 예시를 표현하는 순서도(Flow chart)를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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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5.2.3

아래의 스크래치 2.0 프로그램에서 조건 두 가지가 모두 참일 경우 어
떻게 ‘만약’ 선택문을 사용해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요. 아래의 코드를 어떻게 변경하면 프로그램에서 ‘만약’ 선택문이 5
개에서 4개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5.2.4

5.2.5

‘만약’ 선택문의 수

5.2.3 IT-컴퓨팅하기에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로봇이

가 줄면 어떤 장점

미로를 탐험할 때 센서 두 종류와 중첩된 ‘만약’ 선택문을 사용하도록

이 있을까요?

해 보세요.

핵심 용어
벤 다이어그램(Venn diagram): 여러 사물의 분류 방식
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
다. 특정 사물이 두 가지 이상의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1880년 존 벤(John Venn)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컴퓨터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불 연산자의 AND나 OR 등의 사용법을 시각적으

조건을 만족하면 새로운 분류에

로 보여 줄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은 보통 사각형 상자 안에 그린다. 이 사각

속하게 된다.

형은 검색 범위나 가능한 모든 해답의 집합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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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택문 중첩과 불 연산자 NOT

예를 들면, 중첩된 루프(loop)를 사용한 검색 결과는 아래의 벤 다이어그램
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남성용

파란색

남성용 청바지

청바지

공상 과학 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가 제시한 ‘로봇의 원
칙 세 가지’를 보자.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이 위험한 상
황에 처했을 때 사태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
라야 한다.
세 번째 원칙: 로봇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
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 영화 아이, 로봇(I, Robot)에 등장하는 로봇 서니(Sonny)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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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이 중 한 가지 원칙만 어겨도 위험하겠지만, 만약 로봇이 세 가지 원
칙을 모두 위배했다고 해 보자.

첫 번째 원칙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완벽한
병사

반란을
일으킨다
사이코패스
로봇

자해 성향을 보인다

외톨이
로봇

두 번째 원칙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

▲ 로봇이 ‘로봇의 원칙 세 가지’를 어길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벤 다이어그램

IT-컴퓨팅하기
5.2.6

로봇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의 세 가지 원칙을 한 개 이상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보여 주는 프로그
램을 만들어 보세요. 위의 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세요.

a) 아래의 진리표(Truth table)를 작성하고 참/거짓 조합 각각이 로봇 유형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세요.

사이코패스 로봇

첫 번째 원칙에 따름: 인간

두 번째 원칙에 따름: 명령

세 번째 원칙에 따름:

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에 복종한다.

자해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거짓

거짓

거짓

반란을 일으킨 로봇
완벽한 병사
해를 끼치는 로봇
외톨이 로봇
명령을 따르지 않는 로봇
자해 성향 로봇
완벽한 로봇
b) 위의 참/거짓 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의사 코드(Pseudocode)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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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택문 중첩과 불 연산자 NOT

불 연산자 NOT과 ‘만약’ 선택문 결합하기
주요 용어

나는 숙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NOT: 불 연산자 중 NOT(~가

나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아닌)은 입력한 내용을 반대로 뒤
집는다. 예를 들어 ‘참’을 입력했
으면 ‘거짓’으로 변환될 것이며,

AND와 OR처럼 NOT도 불 연산자의 일종이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잘못된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행동을 모두 제거하는 명령어를 만드는 것이 옳은 행동을 모두 열거하는 것보
다 간단할 때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이 코드를 디버깅할 때 확실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미로 속 로봇을 생각해 보자. 현 상황에서는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 외

IT-컴퓨팅하기

에 다른 배경 색상은 초록색이다. 하지만 만약에 배경 색상이 빨간색과 초록
색 두 가지라면 어떨까? 현재의 명령어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배경 색상에 빨

5.2.7

5.2.5 IT-컴퓨팅하기에서

간색이 추가될 경우에는 로봇이 길을 따라 미로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센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서가 초록색만 인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 연산자 NOT을 사용하여 로봇을

배경 화면의 색상에 관계

다시 프로그래밍하면 센서가 흰색이 아닌 다른 색 배경을 모두 인지할 수 있

없이 로봇이 미로를 빠져

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배경 색상은 흰색만 제외하고 어떤 색이든 설정 가
능하다.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래
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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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불 논리 사용하기

불 논리
지금까지 중첩 선택문이 규칙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핵심 용어

또한 불 연산자 AND, OR, NOT을 선택문과 함께 사용하여 필요한 코드의 수
불 논리(Boolean logic): 대수
의 한 형태로, 모든 답변을 참 또
는 거짓으로 한정한다.

를 줄이고,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결과적으로 로봇이 더 지능적으
로, 역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여러 불 연산자를
결합하고 불 논리를 사용하여 코드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라.
로봇 픽시(Pixie)는 친구 로봇 틴 헤드(Tin Head) 또는 칩(Chip)이 같이 가
고, 또 좋아하는 가수 닷 매트릭스(Dot Matrix)와 잉크 젯(Ink Jet)이 공연을
한다면 콘서트에 갈 것이다.

틴 헤드

각 로봇(틴 헤드, 칩, 닷 매트릭스,
잉크 젯)은 모두 이 시나리오의 일부
분을 차지하므로, 모두 입력값이 된
다. 만약 이들이 콘서트에 간다면 입
칩

력값은 ‘참’ 또는 ‘켬’, 1이 된다. 만약

또는

콘서트에 가지 않는다면 입력값이 ‘거
짓’ 또는 ‘끔’, 0이 된다.

그리고
픽시가 콘서트에 간다

닷 매트릭스

이 시나리오에는 불 연산자 AND,
그리고
잉크 젯

OR, NOT을 사용하는 선택문이 포함
된다. 그리고 선택문을 보면 각 로봇이
콘서트에 갈지, 결과적으로 픽시가 가
게 될지 안 가게 될지 판단할 수 있다.

62

5.3 불 논리 사용하기

틴 헤드, 닷 매트릭스와 잉크 젯이 모두 콘서트에 갈 생각이고, 그러므로 입
력값이 모두 ‘참’이 되어 스위치가 켜진다. 픽시가 콘서트에 갈 조건이 만족되
었으므로 전원이 켜진다. 결과가 ‘참’이 된다.
픽시가 어느 경우에 콘서트에 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의 조합을 하나하나씩 모두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
린다. 하나의 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르다. 아래의 진리표를 보면 가능한 입

▲ 입력값 두 개가 모두 참인 경우 AND
게이트의 출력값도 ‘참’이 된다.

력값 조합과 그에 따른 각 결과가 모두 나와 있다.

▲ 입력값 둘 중 하나만 참이면 OR 게이
트의 출력값이 ‘참’이 된다.

IT-생각하기
5.3.1

아래의 표에서 맨 마지막 열을 완성하세요.

▲ NOT 게이트는 입력값을 반대로 뒤
집는다. 입력값이 거짓이면 출력값은
‘참’이 되고, 입력값이 참이면 출력값
은 ‘거짓’이 된다.

틴 헤드

칩

닷 매트릭스

잉크 젯

틴 헤드 OR 칩

닷 매트릭스
AND 잉크 젯

픽시가
콘서트에 간다?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1

0

1

0

0

1

0

0

1

0

0

0

1

0

1

1

0

0

0

1

1

0

1

0

0

0

1

1

1

1

1

1

1

0

0

0

1

0

0

1

0

0

1

1

0

1

0

1

0

1

0

1

0

1

1

1

1

1

1

0

0

1

0

1

1

0

1

1

0

1

1

1

0

1

0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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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선택문 대체하기
‘if(만약)’ 선택문을 중첩하게 되면 코드가 많이 필요해지고, 프로그램을 디
버깅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중첩 ‘if’문을 ‘if and (만
약 ⋯라면 / 그리고)’ 선택문으로 수정하면 중첩 ‘if’문의 수를 줄이고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핵심 용어

5.3.2

a) 5.2.7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모든 중첩
‘if’문을 ‘if and’문으로 수정하세요.

if else (만약 …라면/아니면):

b) 프로그램에서 중첩 ‘if’문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로봇이

구문이나 질문 후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드를 실행하고 디버깅해 보세요.

그러나 항상 ‘if and’ 선택문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T-생각하기
5.3.3

IT-컴퓨팅하기 5.3.2에서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아래에 대해 써 보
세요.
a) 중첩 ‘if’선택문 사용의 장점과 단점
b) ‘if and’ 선택문 사용의 장점과 단점

‘If else’ 선택문으로 처리 과정 줄이기
프로그램에 ‘if’와 ‘if and’ 구문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각 ‘if’
와 ‘if and’ 구문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if else’ 구문을 사용한다면 프
로그램이 모든 ‘if’ 및 ‘if and’ 구문의 입력값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If else’
구문은 특정 구문이나 질문 후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을 아래의 점수 구분에 따라 매긴다고 해 보자.
A등급: 70점 초과
B등급: 60~70점
C등급: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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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불 논리 사용하기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IT-계획하기
만약 70보다 크다면 ‘A’그렇지 않고 60 미만이면 ‘C’그

5.3.4

외에는 ‘B’

다음의 시나리오에 따라 순서도
를 그려 보세요.
어느 온라인 의류 매장에서는 구

또는 아래와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매액이 100파운드가 넘으면 무
료 배송을 해요. 구매액이 50파

예

점수 > 70

아니요

운드 이상이면 배송료가 2.99파
운드에요. 구매액이 50파운드 이
상이 아닌 경우 배송료가 5.99파
운드에요.

등급 = A

아니요

예

점수 > 60

IT-생각하기
5.3.5

어떤 사람이 1에서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랐어요. 이 사람은 여러

등급 = C

등급 = B

분에게 자신이 고른 숫자를 맞혀 보
라고 하며, 여러분이 아무 숫자나 하
나 부르면 그 숫자가 이 사람이 골
랐던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정확
하게 맞추었는지 말해 줍니다. ‘if
else’구문을 이용해서 상대가 고른

스크래치 2.0에서는 다음과 같다.

숫자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5.3.6

a) 5.3.2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if else’
선택문을 추가하세요.
b)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if’와
‘if and’ 선택문을 몇 개나 줄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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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복문을 이용해 시간 절약하기

반복문과 그리기
‘If else’ 선택문을 사용하여 코드를 더

핵심 용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선택문에 루
프를 추가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코

반복문: 코드 한 부분이 여러

드를 다시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

번 반복되게 하는 구문이다.

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래머가 입력해
야 할 코드가 적어지고 프로그램을 수정
하거나 디버깅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오른쪽의 코드는 스크래치 2.0에서 정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이다.
코드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줄은 네 번
반복되며, 코드를 수정하여 정사각형 크
기를 키우려면 코드 네 줄을 수정해야
한다.

를

IT-컴퓨팅하기

하지만 만약 반복문을 추가해 명령어를 반복한다면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5.4.1

4.2.2 IT-컴퓨팅하기
에서 만든 프로그램
을 수정하여, 명령어
반복을 통해 코드의
양을 줄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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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네 번 수정해야 한다.

5.4 반복문을 이용해 시간 절약하기

반복문의 종류 여러 가지

시작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문을 나타낼 수 있다.
알람 맞추기

n번 반복하기: n은 루프 속 코드가 실행되는 반복 횟수
…까지 반복하기: 변수가 특정 값을 갖거나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실행할 때까지 코드가 루프 구문에서 반복

시간 계산하기

된다.
무한 반복하기: 프로그램이 멈출 때까지 루프가 계속
반복된다.

알람 = 시간?

아니요

미로 속을 탐험하는 로봇을 떠올려 보자. 루프를 사용해
서 로봇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 코드를 루프에 중첩

예

되도록 하면 로봇이 각 행동을 할 때마다 스페이스 키를 누

알람이 4번
울린다

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반복하기 명령어를 사용해도
로봇이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이지 않고, 더 부드럽고 실감

계수기에
1 추가하기

나게 움직이게 된다.

계수기 = 30?

아니요

1초 기다리기

예

알람이 멈춘다

▲

파란색 = n번 반복, 초록색 = …까지 반복하기, 빨간색 = 무한
반복하기.

IT-생각하기
5.4.2

로봇이 미로 끝에 도달
했을 때 루프를 사용하
여 로봇을 정지시킬 방

▲ 스크래치 2.0 프로그램에서 로봇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무한 반복하기’루프를 사용한 것

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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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IT-생각하기

5.4.3

5.4.4

a) 5.3.6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스페이스

아래의 코드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

× = 10

키를 한 번 누르는 등 단 한 번의

×＜ 10 까지 반복하기

동작으로 미로 속을 이동할 수 있

×=×+1

도록 적절한 루프를 추가하세요.

반복 멈추기

b) ‘움직이기’블록의 이동 숫자를 늘
리거나 줄여 보세요. 어떤 일이 일

b)

× = 500 까지 반복하기
×=×*1

어나요?
반복 멈추기
c)

× = 100
× = 0 까지 반복하기

IT-생각하기
5.4.5

×=×/2
반복 멈추기

5.4.4 IT-생각하기를 보면 프로그래
밍할 때 루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

d)

×=1

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 = 50 까지 반복하기
×=×+3
반복 멈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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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문제 해결하기

5.5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문제 해결하기

알고리즘 복습하기
컴퓨터 과학자에게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5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코드로 대응한다. 이제는 처음부터 다양한

핵심 용어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볼 것이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효

프로그래밍(Programming):

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면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컴퓨터가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

다. 프로그래밍은 알고리즘과 컴퓨터 사이의 차이를 좁혀 준다.

는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

미로와 알고리즘
‘미로’ 하면 생각나는 것은 컴퓨터의 미로 게임과 실제 미로일 것이다. 1970
년대 이후 미로를 이용한 컴퓨터 게임이 많이 개발되었다. 미로는 수백 년 동
안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즐거움을 주었다. 현존하는 미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영국의 햄프턴 코트 궁전(Hampton Court Palace)의 미로이다.

▲대칭을 이룬 햄프턴 궁전의 미로
69

Unit 5. 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 미로찾기(Gotcha!) 라는 이름의 초기 2인용 미로 컴퓨터 게임.

IT-생각하기
5.5.1

쉐브닝 하우스(Chevening House)에 있는 미로의
설계도입니다.
a) 미로의 정중앙에 도달해 보세요.
b) 미로 정중앙에 도착하는 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
나요?
c) 이제 다음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중앙에 도
달해 보세요. 랜덤 마우스 알고리즘(Random
mouse algorithm)이라 불리는 알고리즘이에요.
갈림길에서 동전을 던지시오.
앞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시오.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시오.

d) 여러분이 사용한 방법과 랜덤 마우스 알고리즘 중 미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느 방법인가요? 그 이
유도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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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문제 해결하기

여러분이 앞 페이지의 미로에서 처음 길을 찾을 때는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이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월 팔로워(Wall Follower)라는 이름의 알고리즘도 있다.

파란색 센서가 벽을 감지하는지 확인하시오.
파란색 센서가 벽을 감지하고 분홍색 센서가 길을 감지한다면 앞으로 이
동하시오.
파란색 센서가 벽을 감지하고 분홍색 센서가 길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왼
쪽으로 회전하시오.
파란색 센서가 벽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오른쪽으로 회전하시오.

IT-컴퓨팅하기
5.5.2

월 팔로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로봇이 미로의 오른쪽 벽을 따
라가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미로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로봇이 최소한의 명령어를 사용해 중앙에 도달
하게 하는 특수 목적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랜덤 마우스 알고리즘이나
월 팔로워 알고리즘보다 특수 제작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미로 중앙에 더 빨
리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가 다른 새로운 미로에 특수 제작된 알
고리즘을 사용하려 하면 미로 중앙에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랜덤
마우스 알고리즘과 월 팔로워 알고리즘은 조금 느리더라도 어떤 미로에서든
쓸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머 팀에서는 종종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서로 공유한다.
프로그래머 한 명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할 알고리
즘을 갖고 있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다. 가져온 뒤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
켜서, 새롭고 더 복잡해진 알고리즘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라
이브러리에 추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머들이 매번 처음부터 시
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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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조정하기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수정 보완하여
유사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컴퓨팅 사고력이 적용되는 예이다.
원래 알고리즘이 쓰였던 문제와 현재 문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
는 데는 패턴 인식이 쓰인다. 이를 통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데 같은 알고
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래의 지도는 여섯 개의 마을(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E마을, F마을)
과 각 마을 사이를 잇는 철도를 나타낸 것이다.

F

E

D

A

C

B

핵심 용어
패스 파인딩(Path finding): 목적
지에 도달하는 최선의 경로를 파
악하는 과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며 특정 기준에 따른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경우 마을 사이를 이동하는 데 여러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B-C-D-F 순서로 이동할 수도 있고, A-E-D-F나 기
타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IT-생각하기
5.6.1

A마을에서 F마을로 가면서 각 역을 한 번씩만 지나는 기차 노선을 있는
대로 모두 적어 보세요.

패스 파인딩이란 알고리즘을 사용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선의 경로를 가
리키는 말이다. ‘최선’이라는 말은 가장 빠른, 가장 느린, 가장 저렴한 경로 중
어떤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기준을
만족시킨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최선’의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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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조정하기

각 마을 철도역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A
A
B

B

D

E

8
8

C

8

2
1

1
6

F

6
8

D
E

C

2

F

10

3

10
3

IT-컴퓨팅하기

IT-계획하기
5.6.2

5.6.3

5.6.1 IT-생각하기에

a) A마을에서 F마을까지 가는 최선의 경로를 고르세요.

서 찾아낸 각 경로마

b) 최선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다, A마을에서 F마을

c) D마을과 E마을 사이의 철도가 홍수로 침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

까지 이동하는 데 얼

할 수 있나요?

마나 걸리는지 계산
해 보세요.

알고리즘을 만들 때 예상되는 상황 및 예상 밖의 상황, 그리고 테스트 도중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조정하여라
‘만약’ 선택문을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만약(IF) 두 마을 사이의 철도가 파손된다면(THEN) 차선의 경로를 찾으
시오.

만약(IF) 기차를 타려는 마을에 있는 철도역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THEN) 버스를 타고 옆 마을 역으로 이동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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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하지만 만약 알고리즘이 다양한 상황에 반응해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알

핵심 용어

고리즘은 복잡해지고 디버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 프로시저를 만드는

프로시저(Procedure): 프로시
저란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의 순
서를 정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할

것도 좋다. 프로시저란 알고리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며, 메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코드의 일부분이다. 순서도를 이용하여 프로시저를

수 있게 해 둔 것으로 프로그램의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순서도에서는 ‘만약’ 구문이 사용되어, 프로시저가 목적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으로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보여 준다.

▼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다른 로봇이 미로 속에 있을 경우, 월 팔로워 알고리즘이 ‘잠자기’ 프로시
시작

저를 호출하는 것을 보여 주는 순서도

잠자기

앞에 있는 로봇을
따라잡았는가?

예

잠자기

앞으로

아니요

미로 끝에
있는가?

전원을 50%로

1분 기다리기

아니요

파란색 센서가
초록색에
닿았는가?

예

오른쪽으로 회전
전원을 100%로

예

아니요

정지
정지

분홍색 센서가
초록색에
닿았는가?

예

앞으로

아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회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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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조정하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지능이 있는(것처럼 보이는) 로봇,
혼자 힘으로 미로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는 로봇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IT-계획하기
5.6.4

아래를 설계하세요.
배경 색상이 여러 가지인 미로
센서가 세 개 있는 로봇
미로 안에 배치할 신호등 스프라이트 하나. 신호등 스프라
이트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가 하나씩 있고, 5초마다 색
상을 변경해야 해요.

IT-계획하기
5.6.5

적절한 곳에 프로시저를 넣어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그려 보세
요. 키를 하나 누르면 로봇이 미로 속에서 이동하는 알고리즘이
에요. 프로시저를 추가하여 신호등이 빨간 불에 설정되어 있으
면 로봇이 신호등 앞에서 멈추도록 만드세요.

IT-컴퓨팅하기
5.6.6

적절한 곳에 여러분이 만들어 두었던 코드를 재사용하여 알고
리즘을 프로그래밍하세요.

‘신호등’이란 이름의, 모든 스프라이트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변수를
새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든 로봇은 변수 ‘신호등’이 초
록색이거나 ‘1’일 때는 길을 계속 가고, 변수 ‘신호등’이 빨간색이거
나 0일 때는 멈춰야 한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4단원의 도전 과제
에서 이미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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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도전 과제

인터넷
연결하기
6.1

인터넷 하드웨어

이번 도전 과제는 메시지를
TCP/IP 프로토콜(Protocol, 통
신 규약)과 유사한 형태의 데이
터 패킷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에요.

과거에 디지털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었던 방식
선진국 가정 대부분에는 여러 대의 전자 기기가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
퓨터, 비디오 게임기, 전자책 등에 서로 연결되어 통신하는 기능이 있어서 우
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파일을 전송하며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다. 우리는 또
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고 월드 와이드 웹을 둘러볼
수 있다.

가정에 인터넷을 연결하다
가정에 처음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는 전화 접속 연결(Dial-up
connection)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공중 전화망을 통해 접속하기 위해 전화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분당 이용료를 지급해야 했으며 인터넷 사
용 중에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
이터로 바꾸어 주는 모뎀을 통해 전화선에 접속했다.
전화 접속 모뎀은 현재의 고속 인터넷보다 비트 전
송률이 훨씬 낮았다. 이론상으로 평균적인 전화 접
속 모뎀은 전송 속도가 초당 56킬로바이트(KB)이었
으나, 실제 접속 속도는 때때로 초당 20KB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더욱 낮았다.
전화 접속 모뎀은 라우터와 결합한 형태가 아니었
다. 이는 동시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동시
에 접속하려면 라우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라우터
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 여러 네
트워크를 연결하는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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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터넷 하드웨어

인터넷
전화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컴퓨터

모뎀

인터넷
전화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컴퓨터

라우터

모뎀

▲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전화 접속 연결과 라우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접속 연결. 전화 접속 모뎀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연결을 시도할
때 매우 특징적인 소리를 낸다.

IT-생각하기
6.1.1

a) 초당 56킬로바이트(KB)인 전화 접속 모뎀은 초당 몇 비트(bit)를 전송할 수 있나요?
b) 초당 56KB인 전화 접속 모뎀은 초당 몇 바이트(byte)를 전송할 수 있나요?
c) 초당 56KB인 전화 접속 모뎀은 28.8KB 파일을 전송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d) 초당 56KB인 전화 접속 모뎀은 9.6KB 파일을 전송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e) 초당 56KB인 전화 접속 모뎀은 2메가바이트(MB) 파일을 전송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힌트 :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배운 파일 크기를 복습할 것. 1바이트(byte)는 8비트(bit)이에요. 초당
1킬로바이트는 초당 1024비트 또는 초당 128바이트와 같다. 바이트는 대문자 ‘B’로 표기하고 비트는 소문자
‘b’로 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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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인터넷 연결하기

핵심 용어

현재 디지털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방식
다행히 현재의 인터넷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

대역폭(Bandwidth): 주어진 시
간 내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
로 옮겨질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이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ADSL)
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이다. ADSL은 때때로 광대역 네트워크
(Broadband)라고도 한다. ADSL은 구리 전화선을 이용하지만, 예전의 전화
접속 모뎀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ADSL은 전화 접속 모뎀과 달리
전화 통화 시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별도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더

IT-생각하기
6.1.2

ADSL은 다운로드 속도
가 업로드 속도보다 빠

넓은 도로에 더 많은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넓은 주파수의 전화선
은 한 번에 더 많은 신호를 옮길 수 있으며, 이를 대역폭이 크다고 한다. 또한,
전화기와 라우터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면
서도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릅니다. 이런 특성을 좋

보통의 인터넷 사용자는 데이터를 생산하기보다는 소비하기에, 업로드보다

아하지 않는 사용자로는

는 다운로드를 더 많이 한다. 업로드는 대개 이메일 보내기, 웹 사이트를 보기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위한 요청 보내기, 로그인 정보 입력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ADSL의 주파수
와 전송 용량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다운로드 용량과 더 적은 업로드 용량으
로 맞추어졌다. 때때로 두 용량의 차이는 10:1 정도까지 커지는데, 이는 인터
넷 사용자 대부분의 사용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IT-생각하기
6.1.3

a) 초당 8메가바이트(MB)인 ADSL 인터넷 연결로 초당 몇 비트(bit)를
전송할 수 있나요?
b) 초당 8MB인 ADSL 인터넷 연결로 초당 몇 바이트(Byte)를 전송할 수
있나요?
c) 초당 8MB인 ADSL 인터넷 연결은 28.8KB 파일을 전송하는 데 얼마
나 걸리나요?
d) 초당 8MB인 ADSL 인터넷 연결은 9.6KB 파일을 전송하는 데 얼마
나 걸리나요?
e) 초당 8MB인 ADSL 인터넷 연결은 2메가바이트(MB) 파일을 전송하
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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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터넷 하드웨어

거주자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인터넷 사용자는 월드와이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범례

지역

▲ 위 지도는 2015년 기준 거주자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일부 전화 교환기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장
비가 없다. 마지막까지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했던 브리티시 텔레컴
(British Telecom, BT)은 최근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따라서 전화 접
속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던 일부의 사람들은 ADSL 접속으로 전환하기 전까
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미래에 디지털 기기가 인터넷에 접속될 방식
광섬유 케이블이 가장 빠른 광대역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광섬유는 유리 또
는 플라스틱 섬유를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게 압축한 것으로, 데이터가 빛을
이용하여 광섬유를 타고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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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인터넷 연결하기

광섬유는 구리선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광섬유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보
통 초당 10~40GB로 훨씬 빠르게 전송된다. 각각의 섬유에는 주파수대가 여
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주파수대마다 빛의 다른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
하다. 또한, 신호가 훨씬 먼 거리(대개 1000미터)를 증폭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는 100미터 수준의 구리선에 비해 훨씬 긴 것이다. 그러나 광섬유 케
이블은 케이블의 두 부분을 열을 사용해 결합하여야 하므로 높은 비용이 든
다. 탈착식 연결이 가능한 특별한 광섬유 커넥터(Connector)가 있지만, 신호

▲광섬유 케이블

IT-생각하기

를 받고 다시 보내는 장비 또한 비싸다.

IT-계획하기
6.1.5

6.1.4

광섬유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해 조사를 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인터넷 접속 또한 인간

a) 광섬유 광대역 네트워크의 제공자

의 기본권일까요?

b) 평균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c) 비용
d)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제공되는지의 여부

핵심 용어
근거리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LAN): 가정, 학교, 사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또는 LAN은 가정, 학교, 사무실 건

무실 건물 등 작은 지리적 공간에

물 등 작은 지리적 공간에 위치한 디지털 기기의 네트워크를 뜻한다. 기기들

위치한 디지털 기기들의 네트워크

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LAN에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LAN에 속

광역 네트워크(W ide Area

한 여러 컴퓨터는 같은 프린터에 접속할 수 있다. 어떤 회사들은 주로 보안을

Network, WAN): 상대적으로
넓은 지리적 공간에 걸친 디지털

이유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LAN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기의 네트워크. 대개 광역 네트

인트라넷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아마 인트라넷이 있을 것이다.

워크(WAN)는 여러 개의 근거리
네트워크(LAN)로 구성된다.

광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 WAN) 또는 WAN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리적 공간에 걸친 디지털 기기의 네트워크이다. 대개 하나의 WAN은 라우
터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LAN으로 구성된다. 전자 신호는 케이
블을 통해 이동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전송될 때 라우터를 통해서 다시 증
폭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WAN은 LAN에 비해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
다. 인터넷은 현존하는 최대의 W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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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안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etwork Interface Card, NIC)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른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NIC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현재도 과거 기술의 산물인 ‘카
드’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드와 다른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초기 컴퓨터에는 케이스나 키보드가 없는 대신 메모리(Memory)나 프
로세서(Processor)와 같이 각각의 부품을 집어넣는 받침대가 여럿 있었다. 만
약 어떤 부품이 고장 났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오래된 부품 카드를 받침대
에서 빼내고 새로운 카드를 장착했다.

▲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품이 물리
유선 이더넷
근거리 네트워크(LAN)는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통신 규약)을 통해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컴퓨터 또한 아마도 이더넷을 통해 연

적으로 작아지고 값이 내려가면서, NIC
등의 하드웨어는 소형 마이크로칩 형태
를 띠거나 심지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칩의 일부로 통합된다.

결되어 있을 텐데, 각각의 컴퓨터와 프린터는 데이터 전송이 매우 빠른 이더
넷 케이블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더넷 연결은 어느 컴퓨터가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공유된다. 대신, 각각의 컴퓨터는 ‘프레임’이라는 짤막한 데
이터를 주고받으며 통신한다.

무선 이더넷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LAN에 접속할 수 있
다. 이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라우터 모두 유선 이더넷 케이블을

▲ 이더넷 케이블

통해 보내지는 이더넷 신호와 같은 신호를 보내는 무선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와이파이는 유선 이더넷에 비해서는 느리고 보안상 덜 안전하지만, 초당 최
대 600MB의 접속 속도로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또 유선 이더넷과 달리 비
용이 많이 드는 케이블 설치의 필요가 없으므로 구축 비용이 더 낮다. 그리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할 때 유
선 네트워크보다 더 유용하다. 그러나 라우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신호가 약
해지므로 데이터 전송이 느려진다. 와이파이 연결의 속도는 라우터의 성능과
수명, 벽과 가구의 재질, 다른 기기로 인한 간섭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무선 전화기는 와이파이 안테나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 전
화기와 와이파이 라우터를 서로 다른 주파수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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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개인 용도: 여러분의 집에 설치된 것과 같은 유형
공공 용도: 카페 또는 쇼핑 센터에 있는 와이파이 접속 가능 지역 등
이동식: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PRS),
3G 또는 4G 등. GPRS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전화 접속 모뎀과 유사하게
초당 최대 56KB이다. 이 서비스는 이메일과 같이 짤막한 데이터를 주고받
는 데는 유용하지만,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 3세대(Third
generation, 3G)는 이동 통신을 위한 광역 셀 기반 표준으로 초당 최대
21MB의 전송 속도를 보인다. 4세대(Fourth generation, 4G)는 광역 셀
기반 모바일 시스템을 와이파이와 결합하여 초당 최대 100MB의 전송 속
도를 낸다.

여러분의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할 것이다. 각각의 네트
워크는 서비스 세트 식별자(Service Set Identifier, SSI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는 접근하기 위해 암호가 필요하다. SSID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므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
로 위험할 수 있다. 해커들은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와이파이 네트워
크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접속자들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화
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화벽은 외부의 승인받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기기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기의 방화벽을 설정하면 네트워
크 연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램, 서비스 등의 승인받지 않은 접
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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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허브

통신 서버

인터넷
이더넷
프린트 서버

라우터

이더넷

파일 서버 파일 서버 파일 서버
컬러 프린터

플로터

팩스

IT-생각하기
6.1.6

a) 인터넷 접속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이동식 디지털 기기로 접속하세요. 개인 와이파이 네트워크,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3G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각각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스프레드시
트에 기록해 보세요.
b) 다음으로, 학교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의 속도와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집에서의 속
도를 기록해 보세요.
c) 기록한 자료를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를 기준으로 각각 정렬해 보자. 어떤 점이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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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LAN을 WAN의

핵심 용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인터

일종인 인터넷에 연결해 준다.
ISP의 숫자는 많으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ISP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회사

▲ 인터넷 중 일부분의 지도이다. 각각의 선은 두 개의 기기를 연결한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어떻게 길을
찾아낼까?

비용: 빠른 속도와 높은 다운로드 속도는 값이 비싸다.
속도: 최대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결 방식: 광섬유 케이블은 구리선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여러분이
접속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 ISP가 장담하는 최대 속도를 지원하는가?
다운로드 제한: 많은 ISP는 무제한의 다운로드를 제공하지만, 어떤 공급
자들은 다른 접속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과도한 다운
로드를 제한하는 공정 사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신뢰성과 고객 지원
이메일 서비스: 모든 ISP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ISP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의 경우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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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서비스: 많은 ISP는 여러분이 중요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호스
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의 경우 개인 웹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
는 선택권 또한 제공한다.
와이파이 핫 스팟: 일부 ISP는 집 밖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접속 가능 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IT-생각하기
6.1.7

a) 여러분의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ISP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b) 위에 나열된 ISP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목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분 각자의 우선순위를 목록으로 배
열해 보세요.
c) 여러분이 ISP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와 여러분 각자의 우선순위 목록을 비교해 보자. 지급하는 비용만큼의 가
치를 얻고 있나요?
d) 선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ISP를 바꾸고 싶은가?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보세요.

IT-생각하기
6.1.8

a) 스프레드시트에 아래의 표를 만들고 완성해 보세요.

1

A

B

C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

접속 방식

매주 이 장소에서 인터넷에

(예시) 집, 카페, 친구의 집, 학교,

(예시) 유선, 개인 와이파이,

접속하는 시간(분)

버스, 기차역

공공 와이파이, 와이파이

D

접속 가능 지역, 이동식 와이파이
(GPRS, 3G 또는 4G)

2
3
4
5
6
7
b) 표를 이용하여:
i) 어디서 인터넷에 가장 많이 접속하고 어디서 가장 덜 자주 접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ii) 각각의 접속 방식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하는 전체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c) 다른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i)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장소와 가장 덜 사용되는 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ii)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접속 방식과 가장 덜 사용되는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d) b)에서 확인한 자신의 인터넷 사용과 c)에서 확인한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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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데이터 패킷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컴퓨터는 0과 1의 연속으로 통신한다. 그런데 이 0과
1들은 어떻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까?
여러분의 근거리 네트워크(LAN)에 속한 컴퓨터는 로컬 주소를 가지고 있
으며, 메시지를 물리적 데이터 단위(Physical Data Unit, PDU)로 쪼개서 네
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와 직접 통신한다. PDU는 ‘프레임(frame)’ 또는 ‘패킷
(packet)’이라고 한다. 라우터는 LAN 외부의 IP 주소로 향하는 패킷을 감지하
여 더 넓은 네트워크로 보내고, 인터넷의 다른 라우터들이 최종 목적지로 그
패킷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을 기본 게이트웨이(Default gateway)
라고 한다. 전달되는 패킷은 수천 킬로미터 밖일 수도 있는 목적지로 도달하
기 위해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르기도 하고, 몇몇 패킷은 안타깝게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IT-컴퓨팅하기
6.2.1

a) 런던 지하철의 지도를 보자. 지도 전체 어디든 관계없이 출
발지와 목적지를 정해 보세요.
b)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작성해 보세요.
c) 짝에게 부탁해 b)에서 여러분이 그랬던 이동 경로 중간에 차
단점을 표시해 보라고 해요. 아직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
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지까지 이동
하는 새 경로를 작성해 보세요.
d) 만약 비밀 요원이 유스턴 스퀘어(Euston Square)에서 올
드 스트리트(Old Street)까지 비밀 데이터를 운반해야 한다
면, 요원들은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 여러 명으로 나뉘어
여러 경로로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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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 또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의 결과물은 네트워크로 보내지기 전에 표준 크기의 패킷으로 쪼개진다. 만약
결과물이 표준 크기의 패킷보다 작다면, 라우터는 패킷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핵심 용어

0을 추가한다.
라우터는 각각의 패킷을 ‘봉투(Envelope)’에 넣는다. 봉투의 일부분인 헤더

메타데이터(Metadata): 데이터
에 관한 데이터

와 트레일러는 보내지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메타데이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
만료 시간 (패킷이 목적지에 일정 시간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 패
킷은 삭제된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결과물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재조립되기 위한 패
킷의 시리얼 번호
복구 및 오류 검사 데이터(이동 중에 패킷에 오류가 생겼는지 점검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
데이터를 생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패킷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봉투에 담긴다. 규칙 또는 ‘프
로토콜’은 각각의 패킷이 여러 개의 봉투에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정의를 내
려서 목적지에 패킷이 도달했을 때 정확한 순서로 봉투에서 개봉되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TCP/IP(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고 한다.

▲ 마치 가장 작은 인형이 여러 개의 더
큰 인형에 담기는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각각의 패킷이 목적지로 이
동하는 과정에서 패킷은 여러 개의 봉
투에 담긴다.

IT-생각하기
6.2.2

작은 방에서 통신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하나는 작은 화이트보드에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여 주는 것이에요.
만약 방 안에 사람이 가득하다면, 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
신자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
러분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럴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
토콜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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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
이메일 메시지 등을 구성하는 데이터 패킷은 목적지까지 단일한 경로로 이
동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핵심 용어
회선 교환(Circuit switching):

전화 네트워크와 초기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는 패킷으로 분할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먼저 두 컴퓨터 사이에 경로 또는 연결점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단일한

만들어진다. 이는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데, 중간 노드(node, 또는 스위치) 사

경로만이 있는 데이터 전송 방식

이에 전용 회로가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질 동안 접속을 유
지하는 방식이다. 두 컴퓨터 사이의 모든 데이터는 똑같은 경로로 이동한다.
이는 일정한 대역폭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A

때문에, 전화 통화에 유용하
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네
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회로
를 다른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
이 접속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거나 실제로 데이터 통
신에 필요한 것보다도 큰 대
역폭이 낭비될 수 있다. 또
한, 설정된 경로가 끊기면
접속 전체가 해제된다. 마지
막으로, 회로가 알려진 경우
두 컴퓨터 간의 통신,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양방향 통
신 전체를 도청하기가 상대
적으로 쉽다.

B

회선 교환: A와 B 사이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회로가 열리고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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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교환에서는 데이터가 패킷으로 나뉘고 각각의 패킷이 목적지까지 각

핵심 용어

자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어서 회로 교환 방식의 약점이 극복된다. 사용 불가
능하거나 혼잡한 회로를 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과 다양한 사

패킷 교환(Packet switching):
데이터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용자들의 패킷이 같은 경로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손실되거나 손상된 패

각의 패킷이 송신자와 수신자 사

킷도 (목적지까지 서로 다른 경로를 이용하면서) 다시 전송될 수 있다. 경로

이에 각자의 경로를 찾는 데이터

를 이동하는 동안 패킷은 계속 라우터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 라우터가 서로

전송 방식

통신하고 또 라우터에는 최단 거리 계산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터를
지나는 패킷에 어떤 경로를 택할 것인지뿐 아니라 해당 경로의 교통 상황까지
알려 준다. 양쪽 끝의 연결을 유
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 회로
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로채
기도 더 어렵다. 각각 다른 경로

A

를 지나는 패킷을 가로채고 재조
립하여야 하며, 양방향 통신의
패킷은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다
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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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IP 주소
이더넷 LAN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공

IP 주소(IP address): 네트워크
상 각각의 디지털 기기의 고유한
식별을 위해 부여된 숫자

유하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기 간 대량의 데이터 흐름을
잘 견뎌내지 못한다. 이더넷 LAN은 데이터 흐름이 작은 경우 빠른 편이지만,
네트워크의 사용자 중 한 명이 큰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경우 네트
워크의 다른 모든 기기가 느려진다. 이것은 이더넷 LAN 위에서 움직이는 패
킷들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기기에 보내지고, 그 패킷을 원하는 기기가 패킷이
지나갈 때 낚아채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더넷 LAN과 달리, 인터넷은 패킷을 물리적 기기와 묶어주는 주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고유한 IP 주소를 가진다. IP 주소는
사람에게는 십진수와 점 여러 개로 보이고, 컴퓨터에는 이진수로 보인다.

마치 공항의 수화물 회수 장소에서 여
러분이 서류 가방이나 배낭을 회전 벨
트에서 붙잡아야 하듯이, 이더넷 LAN
에 접속된 모든 기기에 데이터가 순환
하며, 그 데이터가 필요한 기기는 데이
터가 지나갈 때 낚아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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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IPv4라는 IP 표준이 사용되었다. 이 IPv4는 4바이트로 구성된다.
각각의 바이트에는 256개의 다른 2진수 조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의
네 부분은 각각 000에서 255까지의 숫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32비트의 IP
주소는 최대 232개, 다시 말해 4,294,967,296개의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다.
0000.0000.0000.0000 과 255.255.255.255.255 와 같은 일부 조합은 금지되
어 있다.
첫 번째 바이트로는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마지막 바이트로는 기기를 식별
한다.

123 •123 •123 •123
바이트 1

바이트 2

바이트 3 바이트 4

가능한 IP 주소의 최대 숫자는 어떤 순간이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
의 숫자에 제한을 주게 된다. 세계에 IP 주소의 숫자보다 인터넷에 접속하려
고 하는 기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기는 일정 기간 동적 IP 주

IT-생각하기
6.2.3

각각의 바이트에 256
개의 2진수 조합을 담

소를 대여한다. 다만, 서버는 예외다. 서버에는 바뀌지 않는 정적 IP 주소가

을 수 있는 이유는 무

부여된다.

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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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웹 페이지를 열람하는 등의

핵심 용어

작업을 하려면 컴퓨터의 IP 주소만 있으면 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의 수가 증가하면서 컴퓨터의 IP 주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 텍스트

소에 텍스트 기반 이름을 매핑(mapping)해 주기 위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기반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만들어졌다. 도메인 서버(domain server)라고 하는 큰 데이터베이스에 이름

시스템에 붙이는 이름

이 주어지면 해당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찾아낸다. 기기에 이름을 부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기기가 바뀌더라도 DNS 상에서 IP 주소와 이름 사이의 매핑만 바꾸고 이
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서비스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예시: mail.somecompany.org 또는 www.somecompany.org)

IT-컴퓨팅하기
6.2.4

a) 다음의 이진수를 십진 IPv4 IP 주소로 바꾸어 보세요. 찾아낸 IP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고 열
리는 웹 사이트의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이진 IPv4 IP 주소

1
2
3

십진 IPv4 IP 주소

웹 사이트

11011110.00111010.11110110.01011110
10111100.01011100.10001101.00011100
01001010.01111101.11101111.10011000

아래의 8비트 이진수에 대한 이진수의 값을 참조하세요.
128

64

32

16

8

4

2

1

예를 들어 11000001 = 128 + 64 + 1 = 193 이므로, 2진 IPv4 IP 주소
11000001.01111111.00011110.00010111은 아래와 같이 변환됩니다.
11000001
193

01111111
127

00011110
30

00010111
23

b) 웹 사이트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온라인 도구가 있어요. 검색 엔진에 ‘내 IP 주소 확인하기(what is
my IP address)’를 입력하고 호스트 네임을 IP로 바꾸어 주는 도구를 찾아 보세요. 그리고 아래 웹
사이트의 십진 IPv4 IP 주소를 찾아서 이진 IPv4 IP 주소로 변환해 보세요.
웹 사이트

www.hp.com
www.hacker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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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넷
IPv4는 40억 개 이상의 IP 주소를 제공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디지털
기기의 수가 증가하면서 IP 주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
도 된다. 만약 라우터에 IP 주소를 부여하면 40억 개의 기기를 40억 개의 네트
워크로 바꿀 수 있다. 서브넷(Subnet)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바깥 세
계에서 보기에는 하나의 기기로 보인다.
4구 멀티탭이 있으면 하나의 콘센트로 4개의 다른 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듯이, 하나의 라우터에 IP
주소를 부여하면 하나의 IP 주소만으로 여러 개의 기기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

IT-생각하기
6.2.5

▲ 메시지가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쳐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
전송 중에 데이터를 수신한 위의 기기에 대해 세 개의 IP 주소를 구분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6.2.6

a) ‘경로 추적 프로그램(Trace route program)’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 체제의 명령줄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양한 웹 사이트로 메시지가 이동할 때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b)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거쳐 가는 라우터를 살펴보세요. 각각의 라우터가 어디에 있는지 6.2.4b
IT-컴퓨팅하기에서 사용한 도구로 찾아 보세요.
c) 메시지가 거쳐 간 위치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 경로를 찾아보세요.
d) 메시지의 경로를 다시 추적해 보자. 메시지는 첫 번째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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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프로토콜 계층화

TCP/IP 계층(TCP/IP layers)
그간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고민이 두 가지 있었다.
데이터가 확실하게 전송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데이터가 손상
될 경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는 여러 계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가 포장되는 방식과 약간 유사하다.

포장재
포장재
기층

보조 기층

포장도로는 오른쪽에 보이는 바

캐핑층

와 같이 층을 지어 건설된다. 인
터넷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 또

기반

한 신뢰성 있게 목적지에 도달하
도록 계층이 지어져 있다. ▶

TCP/IP 스택(Stack)에는 4개의 계층이 있고, 각각은 0과 1을 담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계층이 담고 있는 정보는 헤더(Header)와 트레일러
(Trailer)로서 보내질 데이터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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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0101011011011...

문에서 문까지 이동

11010111...

인터넷

00101011...

네트워크

10110101...

6.3 프로토콜 계층화

아래의 이진수를 모두 이해해 보자.

계층 1: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웹 브라우저나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송되어, 그 프로그램이 목적
지의 상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층에서는 통신하는 두 프로그램이 사용
하려는 프로토콜을 설정한다.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SMTP, POP 또는 IMAP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
한다. 웹 브라우저와 서버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또한 이 계층에 사용되는 다른 프로토콜
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컴퓨터 간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FTP(파일 전송 프로토콜, File Transfer
Protocol),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전달하는 VOIP(Voice Over IP)가 있다.

계층 2: 문에서 문까지 이동

00101001

01001010

데이터에 첫 번째 계층이 추가되면, 데이터는 운영 체제의 문을 두드려 내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운영

10101100

11001100

체제는 데이터를 패킷으로 분할하고, 패킷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올바른 순서로
재조립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운영 체제가 수신 기기와 통신하여 송신 기기가 데이터를 송신하는

TCP, 아니면 UDP?

속도와 수신 기기의 수신 속도를 확인한다. 또한 통신하는 기기들은 수신 기기가 전송 제어 프로토콜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을 통해 각 패킷의 수신을 확인할지, 혹은 비교적 신뢰성이 떨
어지지만 빠른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ser Datagram Protocol, UDP)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
약하고 각 패킷의 수신은 확인하지 않을지 결정한다.

계층 3: 인터넷
송신 기기와 수신 기기를 연결하려면 각 기기가 인터넷의 어디에 있는지 기기의 IP 주소를 통해 확인
해야 하고, 기기 간에 데이터가 지나는 경로로 사용될 라우터의 IP 주소도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가 송
신 기기를 떠날 때와 수신 기기에 도착할 때 사용하는 포트(Port) 또한 이 계층에서 식별된다. 컴퓨터
포트는 일종의 전자 우편함으로, 포트를 통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컴퓨
터로 정보가 전송된다.

계층 4: 네트워크
다른 계층과는 별도로, 이 계층은 데이터를 두 번째 기기의 네트워크 카드와 LAN이 이해할 수 있는 전
자 신호로 바꾸어서, 데이터가 이더넷 케이블이나 무선으로 인터넷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한다.

00101001

01001010

10101100

11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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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인터넷 연결하기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전송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기기가 다른 기기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데

이더넷 케이블 또는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전송 방식

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계층이 추가되는 것
을 보여 주는 다이어그램이다. ▶

데이터 손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패킷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로에서 막다른 길에 도달하여 길을 잃는 경우
데이터 충돌이 있는 경우. 패킷이 목적지 또는 경로상의 라우터 중 하나
에 다른 패킷과 정확히 같은 시점에 도달하여 데이터가 사라진다.
1이 0으로 바뀌거나 0이 1로 바뀌어 헤더 또는 트레일러 데이터가 손상
되는 경우

만약 데이터 본체에 있는 0이나 1이 손상되는 경우, 수신 기기가 이를 알아
차리고 송신 기기에 손상된 데이터를 재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킷이 손상되었는지 파악하는 흔한 방법으로, 송신 기기가 패킷에 포함된 1
을 모두 더해서 합이 홀수이면 패리티 비트(Parity bit)를 1로 설정하고, 합이
짝수이면 패리티 비트를 0으로 설정해 둔다. 패리티 비트는 패킷에 포함되어
전송되며, 수신 기기는 패킷의 1과 0을 다시 세고 패리티 비트를 설정한다. 송
신 기기가 설정한 패리티 비트와 수신 기기가 설정한 패리티 비트가 같다면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두 패리티 비트가 다르면, 데이터의 무
엇인가가 바뀐 것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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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프로토콜 계층화

IT-컴퓨팅하기
6.3.1

아래의 7비트 데이터 항목에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 보세요.
a) 1001000
b) 1101101
c) 1010111
d) 1100110

IT-컴퓨팅하기
6.3.2

만약 패리티 비트를 이용해 데이터 손상을 확인한다고 할 때
아래 데이터 항목 중 손상된 항목은?
a) 11100111
b) 11011010
c) 11111101
d) 10000001

도전 과제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IT-컴퓨팅하기
6.3.3

‘나는 컴퓨팅을 좋아해’ 같은 아주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이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을
때 어떤 경로를 거칠지 시뮬레이션해 보자. 다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상의 디지털 기기가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기기는 이더넷 LAN으로 연결
될까요, 와이파이 LAN으로 연결될까요?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를 어떻게 2진수로 변환하고, 패킷으로 분할할 것인가요?
TCP/IP 스택의 계층 4개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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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정렬 완료!

도전 과제
여러분이 할 일은 컴퓨터 게임의 고득점 순위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에요.

7.1

정렬 알고리즘이란?

정렬
특정한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98

스프레드시트

▶

웹 사이트의 상품 검색 결과

▶

7.1 정렬 알고리즘이란?

▲ 이메일 받은편지함

▲ 열차 시간표

▲ 휴대 전화의 주소록

▲ 컴퓨터 게임의 고득점 순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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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정렬 완료!

핵심 용어

IT-생각하기
오름차순(Ascending order):
가장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큰 쪽
으로의 순서로 배열한 데이터를

7.1.1

다음의 리스트 중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기 편한 리스트는? 내림차순으

오름차순으로 배열되었다고 말

로 정리하기 편한 리스트는?

한다. A에서 Z까지, 0에서 9까지

a) 1, 2, 3, 5, 4, 6

등등

b) 6, 4, 5, 3, 2, 1

내림차순(Descending order):

c) 4, 2, 6, 5, 1, 3

가장 큰 값에서 시작해서 작은 쪽
으로의 순서로 배열한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배열되었다고 말
한다. Z에서 A까지, 9에서 0까지
등등

IT-생각하기
7.1.2

다음의 리스트를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a) 녹주석, 에메랄드, 오팔, 자수정, 다이아몬드, 비취
b) 12, 65, 44, 98, 43.5, 3, 72

IT-생각하기
7.1.3

서로 다른 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이름 리스트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되
어 있어요. 그런데 출력된 리스트 순서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1: ahmed, Alicia, betsy, Brian, ciaran, Claire, denise,
Dev
프로그램 2: Alicia, Brian, Claire, Dev, ahmed, betsy, ciaran, de-

IT-컴퓨팅하기
7.1.4

nise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
어에서 정렬 알고리즘
을 프로그래밍하기 전

컴퓨터는 정렬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순서대로 배치한다. 컴퓨터가 데이터

에 데이터를 리스트로

를 정렬하게 하려면, 정렬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프로그램

만들어 볼 수 있어야

정렬은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다. 이미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이 있으며, 정렬

해요. 따라서 그래픽

할 데이터의 상태(항목이 몇 개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는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텍스
트 파일을 불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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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알고리즘을 고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하기 쉬운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을 고를 수 있다.

7.1 정렬 알고리즘이란?

보고 정렬과 스왑 정렬
정렬 알고리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알고리즘이 데이
터를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날짜에 따라 정렬하
는 데 30초나 기다려야 한다면 좋은 알고리즘이 아닐 것이다.

보고 정렬
보고 정렬(Bogo sort)에서는 모든 항목을 임의의 순서로 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 리스트가 정렬되었다면 멈춘다. 정렬되지 않았으면 다시 배치한다.

시작

리스트를 임의로 배치한다

리스트가 순서대로
정렬되었는가?

아니요

예

종료

IT-생각하기
7.1.5
스왑 정렬
스왑 정렬(Swap sort)에서는 리스트의 항목 두 개를 임의로 골
라서 그 두 개가 정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순서를 바꾼다. 모든

보고 정렬과 스왑 정렬
을 비교해 보세요. 어
느 정렬 알고리즘이 더
좋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가 순서대로 정렬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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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핵심 용어
플래그(Flag): 프로그래밍에서
‘플래그(깃발)’란 어떤 일이 발생

버블 정렬

버블 정렬(Bubble sort)은 분류 알고리즘의 일종이다. 여기에서는 바꾸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플래그를 사용한다. 깃발을 든 사람이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했음을 또는 어떤 것이 사용 가능
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불 연
산자(참/거짓)를 가리킨다.

Flag = true = (플래그가 참 =)

Flag = false = (플래그가 거짓 =)

프로그래밍에서, ‘플래그(깃발)’란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또는 어떤 것이 사
용 가능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불 연산자(참/거짓)의 예를 들어 보자.

Bear, Ape, Dog, Fish, Cat, Elk

첫 번째 항목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를 바로 옆 항목과 비교한다.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둘의 순서를 바꾸고, 플
래그를 참으로 설정한다.

Ape, Bear, Dog, Fish, Cat, Elk

두 번째 항목을 보자. 두 번째 항목은 세 번째 항목과 순서대로 정
렬되어 있으므로, 그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아까 자리 바꾸기를 이
미 해 둔 상태이므로 플래그는 참으로 놓아 둔다.

Ape, Bear, Dog, Fish, Cat, Elk

세 번째 항목도 네 번째 항목과 비교해 보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아까 자리 바꾸기를 이미 해 둔 상
태이므로 플래그는 참으로 놓아 둔다.

Ape, Bear, Dog, Fish, Cat, Elk

Fish와 Cat은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서로 자리를 바꾼다.
플래그가 미리 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참으로 설정해
야 한다.

Ape, Bear, Dog, Cat, Fish, Elk

다섯 번째 위치의 항목을 보자. Fish와 Elk는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위치를 또 바꾼다. 여기에서도 플래그가 미리 참으로 설
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참으로 설정해야 한다.

Ape, Bear, Dog, Cat, Elk, Fish

여섯 번째 위치의 항목은 리스트 맨 끝에 있다. 플래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자. 참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아직 리스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바뀐 카드가
없고 플래그가 거짓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리스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pe, Bear, Dog, Cat, Elk, Fish

그러므로 플래그를 거짓으로 다시 돌려 놓은 다음 리스트 처음으
로 돌아가야 한다.
Dog과 Cat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이 둘의 순서를 바꾸
고, 그다음 플래그를 참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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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버블 정렬

Ape, Bear, Cat, Dog, Elk, Fish

다시 리스트 끝까지 왔다. 플래그를 확인해 보면 두 단어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플래그가 참으로 설정되어 있다. 리스트를 보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컴
퓨터는 이를 판별해낼 수 없다. 컴퓨터는 다시 리스트 처음으로
돌아가 정렬 과정을 한 번 더 돌려야 한다. 이번에는 단어 순서가
바뀌지 않으므로 정렬 과정이 다 끝나도 플래그가 거짓으로 계속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리스트 정렬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블 정렬을 순서도로 나타낼 수도 있다. (오른쪽 아래)
시작

IT-컴퓨팅하기
7.2.1

버블 정렬을 사용해 아래의 리스트를 정렬하고,
정렬 과정의 각 단계를 기록하세요.
Fish, Dog, Elk, Ape, Bear, Cat

IT-컴퓨팅하기
7.2.2

리스트 처음으로
가시오

버블 정렬을 사용해 아래의 리스트를 정렬하세
요. 어느 리스트가 더 빨리 정렬될까요?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플래그를 거짓으로
설정하시오

해당 항목과
바로 옆 항목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가

아니요
항목 순서를 바꾸고 플래
그를 참으로 설정하시오

예
리스트의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시오

리스트 A: Bear, Cat, Dog, Elk, Fish, Ape
리스트 B: Fish, Ape, Bear, Cat, Dog, Elk
리스트 끝에
도달했는가?

예

IT-생각하기
7.2.3

7.2.2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할 때
겪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버블 정

플래그가 참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렬을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
요?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세요.

리스트 정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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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핵심 용어
의사 코드(Pseudocode): 프로

버블 정렬 실행하기

의사 코드
의사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를 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그램 설계에 사용되는 언어 시스

읽을 용도로 설계된 언어이며, 흐름도와 코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다. 프로

템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램을 계획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버블 정렬과 같은 정렬 알고리즘

와 유사하다.

의 의사 코드를 작성하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사용해 보자.

버블 정렬의 의사 코드 작성하기
버블 정렬이 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
음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번에 한 항목씩 이동하기
두 항목 비교하기
두 항목 순서 바꾸기

List. Length-1까지만, 즉 리스트의 마
지막 바로 전 항목까지만 진행해야 한
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항목까지 가면 비

먼저, 한 번에 한 항목씩 이동할 수

교해야 할 다음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루프나
i는 리스트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의
위치이다. -1은 리스트의 첫 번째 항

반복(iteration)이 필요하다. 의사 코
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목이다. 따라서 i-1이란 리스트에서
처음 체크해야 할 항목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뜻이다.

FOR i=1 TO List.Length-1
Perform Comparison
Next i

IT-생각하기
7.3.1

a) List[i]는 ‘리스트에 i번째 항
목을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스
크래치 2.0에서 ‘스크립트’ 탭

이 부분의 의사 코드도 곧 작
성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리스트에서 한 항목씩

의 ‘데이터’를 클릭하고, 그 다

이동할 때, 각 항목이 바로 다음 항목

음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하세

과 비교되어야 한다. IF를 사용해 이

요. 리스트 이름을 지정하고 ‘확

작업을 할 수 있다.

인’을 눌러요. 이제 List[i]에 대
응하는 코드 블록으로 무엇이

FOR i=1 TO List.Length-1
>은 ‘~보다 큰’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IF List[i]>List[i+1] THEN
Swap the items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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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i

있는지 알 수 있나요?
b) 스크래치 2.0에는 FOR에 해당
하는 블록이 없어요. 대신 사용
할 수 있는 블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7.3 버블 정렬 실행하기

버블 정렬에서는 첫 번째 항목이 두 번째 항목보다 큰 경우 순서를 바꿔야

IT-생각하기

한다. 언뜻 생각하면 변수 두 개를 서로 바꾸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 있다. 하
지만 다음 예시를 보자.

7.3.2

물병이 두 개 있는데 하
나에는 물이 들어 있고

a는 ‘banana’가 된다.
b도 ‘banana’이다.

a= “apple”

다른 하나에는 오렌지

b= “banana”

주스가 들어 있어요. 이

a=b
b=a

b는 a 값 즉 ‘banana’로 설정된다.

두 물병의 내용물을 바

이제 a와 b 모두가 ‘banana’가

꾸려면 제3의 빈 물병이

되어버린다.

있어야 해요. 여기에 착
안해서 세 번째 변수 c를

리스트의 한 항목을 다음 항목과 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가 필

사용하여, 위의 코드에서

요하다. 그 변수를 temp라고 하자.

‘apple’과 ‘banana’값을
바꾸어 보세요.

FOR i=1 TO List.Length-1
If List[i]>List[i+1] THEN
temp=List[i]

IT-컴퓨팅하기

List[i]=List[i+1]
List[i+1]=temp

7.3.3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
어로 버블 정렬을 프로

ENDIF

그래밍하고 이해를 돕

NEXT i

기 위해 의사 코드를 사

따라서 버블 정렬 알고리즘 전체를 의사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용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플래그를 참으로 설정한다. 루프가 최소 한 번은 실행되게 하려는 것이다.

flag=true
WHILE flag=true

플래그가 참으로 설정되어 있는 동안 루프가 실행된다.

flag=false
FOR i=1 TO List.Length-1

루프가 실행되기 전에 플래그가 거짓으로 설정된다.

If List[i]>List[i+1] THEN
temp=List[i]
List[i]=List[i+1]
List[i+1]=temp
flag=true

항목 순서가 바뀌면 플래그가 참으로 설정되고, 루프가 한 번 더 실행된다.

ENDIF
NEXT i

만약 항목 순서 변경이 없으면 플래그가 거짓으로 설정되고 루프가 종료된다.

END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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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택 정렬

선택 정렬
선택 정렬(Selection sort)도 정렬 알고리즘의 일종이다.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항목을 골라 앞에서 첫 번째 항목과 자리를 바꾼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로 작은 항목을 골라 앞에서 두 번째 항목과 바꾼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
막 항목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리스트가 정렬된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Cardiff, Aberdeen, Derby, Gloucester, Belfast, Edinburgh

앞에서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하고, 리스트에서 값이 가장 작은 항목을 찾는다.
첫 번째 항목과 값이 가장 작은 항목을 바꾼다.
첫 번째는 정렬이 완료되었다.
Aberdeen, Cardiff, Derby, Gloucester, Belfast, Edinburgh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두 번째 위치로 이동하고, 나머지 항목 중 값이 가장
작은 항목을 찾는다. 이 둘을 서로 바꾼다.
Aberdeen, Cardiff, Derby, Gloucester, Belfast, Edinburgh
Aberdeen, Belfast, Derby, Gloucester, Cardiff, Edinburgh
앞에서 두 번째까지 정렬이 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항목까지 계속 진행
한다.
Aberdeen, Belfast, Derby, Gloucester, Cardiff, Edinburgh
Aberdeen, Belfast, Cardiff, Gloucester, Derby, Edinburgh
Aberdeen, Belfast, Cardiff,

Gloucester, Derby, Edinburgh

Aberdeen, Belfast, Cardiff, Derby, Gloucester, Edinburgh
Aberdeen, Belfast, Cardiff, Derby, Gloucester, Edinburgh
Aberdeen, Belfast, Cardiff, Derby, Edinburgh, Gloucester
Aberdeen, Belfast, Cardiff, Derby, Edinburgh, Gloucester
Aberdeen, Belfast, Cardiff, Derby, Edinburgh, Glouc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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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획하기
7.4.1

선택 정렬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는 흐름도를 그려 보세요.

IT-컴퓨팅하기
7.4.2

선택 정렬을 사용하여 아래의 리스트를 정렬하고, 정렬 과정의 각 단계를
기록하세요.
Fish, Dog, Elk, Ape, Bear, Cat

IT-컴퓨팅하기
7.4.3

선택 정렬을 사용하여 아래의 리스트를 정렬하세요. 어느 리스트가 더 빨리
정렬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스트 A: Bear, Cat, Dog, Elk, Fish, Ape
리스트 B: Fish, Ape, Bear, Cat, Dog, E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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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선택 정렬 실행하기

선택 정렬의 의사 코드 작성하기
선택 정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에 한 항목씩 이동하기
리스트에서 가장 값이 작은 항목 찾기
두 항목 순서 바꾸기

리스트에서 한 번에 한 항목씩 이동하고 두 항목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이미
배웠다(7단원 4차시). 리스트에서 가장 값이 작은 항목을 찾으려면 다음의 알
고리즘을 사용하면 된다.
FOR i=1 TO List.Length
Find smallest item between item[i] and end
Swap [i] with smallest item
NEXT i
값이 가장 작은
항목을 찾으시오

리스트에서 최솟값 항목의
값보다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

종료: 가장 값이 작은 항목은
‘최솟값 위치’에 있음

아니요
‘최솟값 위치’=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리스트
맨 끝 또는
그 이전인가?

예

최솟값 항목의 위
치를 저장하는 과

핵심 용어

른 코드 안에 포함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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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은 메인 루프 안
에 중첩되어 있다.

중첩(Nesting): 어떤 코드를 다

‘현재 위치’의 항목이
‘최솟값 위치’의 항목보다
작은가?

‘최솟값 위치’= ‘현재 위치’

아니요

‘‘현재 위치’에
1을 더하시오

7.5 선택 정렬 실행하기

j가 리스트에서 최솟값 항목의 위치를 나타낸다면 j의 값을 찾아야 한다. 이
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최솟값 위치(SmallestPosition)’라는 변수를 만들고, 목록의 첫 번째 항
목을 나타내기 위해 변수를 1로 정하기
첫 번째 항목의 값과 그다음 항목의 값 비교하기

리스트에 있는 다음 항목의 값이 첫 번째 항목의 값보다 작은 경우 ‘최솟값
위치’ 변수가 2가 된다. 리스트에 있는 다음 항목의 값이 첫 번째 항목의 값보
다 작지 않은(같거나 큰) 경우 ‘최솟값 위치’ 변수는 바뀌지 않고, 계속 1로 유
지된다.
리스트에 있는 다음 항목의 값을 ‘최솟값 위치’ 항목의 값과 비교한다. 다음
항목의 값이 더 작은 경우 ‘최솟값 위치’를 가장 작은 값 항목의 위치로 업데이
트한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한다.
smallestPosition=1
For j=2 TO List.Length
IF List[j]<List[smallestPosition] THEN
smallestPosition = j
ENDIF
Next j
이제 알고리즘 전체를 보자. 최솟값 항목의 위치를 저장하는 의사 코드가 중
첩되어 있다.
FOR i=1 TO List.Length
smallestPosition=1
For j=1 TO List.Length
IF List[j]<List[smallestPosition] THEN
smallestPosition = j
END IF
Next j
temp=List[i]
List[i]=List[smallestPosition]
List[smallestPosition]=temp

IT-컴퓨팅하기
7.5.1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로 선택 정렬을 프로그래
밍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의사 코드를 사용하세요.

Nex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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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렬 알고리즘 비교하기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가?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컴퓨터 게임의 고득점 순위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고 정렬
과 스왑 정렬,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 이렇게 네 종류의 정렬 알고리즘을 배웠
는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까? 결정을 내리
기 전에 비교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좋은지’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
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특정 데이터 집합에

IT-생각하기

서는 잘 작동하지만 다른 데이터 집합에서는 잘 작동하
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알고리즘 비교에 사용할 수 있는

7.6.1

a) 보고 정렬과 스왑 정렬, 선택 정렬과

기준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

버블 정렬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필요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맨 처음
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놓으세요.
b)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지 결정하
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사용했
나요?

이상으로 오래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실제
프로그램의 정렬 알고리즘을 고를 때는 속도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 기준으로 속도를
사용할 것이다.
비교 기준을 정한 다음에는 실증 분석을 수행해 어떤 알
고리즘이 비교 기준에 제일 부합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정렬 알고리즘 실증 분석하기
핵심 용어
실증 분석(Empirical testing):
실험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정렬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한 실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렬 알고리즘에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의 양을 고려해야 실험
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량의 데이터를 정렬할
경우에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정렬할 데이터의 양이 커지는 경우 순
위에서 훨씬 밀리는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배웠듯 어떤 알고리즘의 경우 순서가 임의적일 때 데이터를 더 빨
리 정렬하기 때문이다.
정렬 알고리즘이 정렬하게 될 데이터가 임의적일 경우, 각 정렬 알고리즘
을 여러 임의의 데이터 집합으로 테스트해 보고, 각 알고리즘의 평균 속도
를 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파일 하나에서 선택된 임의의 순서가 특정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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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컴퓨팅하기
7.6.2

a) 다음의 리스트 9종류를 만들어 보세요.

b) 각 항목을 정렬하는 데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

임의의 순서의 항목 5개

을 사용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하고

임의의 순서의 항목 6개

표를 만들어 기록하세요.
c) 각 알고리즘에 있어 항목 개수가 얼마나 영향을

임의의 순서의 항목 7개
역순으로 된 항목 19개

미치나요?

항목 19개 (리스트 맨 끝에 있는 항목 한 개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음)

d) 대부분 순서에 맞게 배열된 알고리즘이라면 데
이터 정렬에 어떤 알고리즘을 고를까요?

항목 19개 (리스트 맨 처음에 있는 항목 한 개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음)

e) 임의 순서로 배열된 알고리즘이라면 데이터 정
렬에 어떤 알고리즘을 고를까요?

항목 19개 (임의 순서 A번)

f) 컴퓨터 게임의 고득점 순위표를 프로그래밍하기

항목 19개 (임의 순서 B번)

위해 제일 적합한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그

항목 19개 (임의 순서 C번)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컴퓨터 게임의 고득점 순위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에요.

IT-컴퓨팅하기
7.6.3

지금까지 알고리즘에 대해 배운 것을 토대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 게임의 고득
점을 기록·정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과 같은 고득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 리스트를 정렬해요.
108 Tereza

700 Chao

823 Betsy

950 Joshua

680 Natalie

400 Lucinda

320 Hamish

381 Amit

283 Winnie

130 Amina

새롭게 게임을 한 후에는 새로운 점수가 추가되어야 해요. 그다음 리스트가 정렬되고 하위권 점수는
제거되어, 매번 상위 10위까지의 점수만 표에 남아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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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똑똑해 보일까?
도전 과제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컴퓨터가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컴퓨
터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8.1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을까?

지능이란?
컴퓨터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먼저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능에 대해 오랫동
안 토론해 왔고 이제 많은 사람은 지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논리적/수학적 지능과 사람 간의 또는 감정적인 지능에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컴퓨터 과학의 맥락에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지능이 있는’ 기계에 바라는 것은 과제 해결이다. 기계가 아래의 행
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추론하기

IT-생각하기
8.1.1

여러분은 오늘 지능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했
나요? 어떤 일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 보세요.

계획하기
문제 해결하기
추상적으로 사고하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빨리 배우기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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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8.1.2

a) 아래의 작업 목록을 살펴보세요. 그다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능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작
업을 위로, 가장 지능이 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작업을 아래로 두어 순서를 매겨 보세요. 정답은 없으니
순서를 매긴 다음 왜 그렇게 매겼는지 설명해 보면 됩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고 읽기

다트 점수를 뺄셈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스도쿠 퍼즐 풀기

음악회에서 악기 연주하기

체스 경기 이기기

친구가 화난 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말을 해서 달래기

시 배우기

축구 경기에서 득점하기

암산으로 슈퍼마켓 영수증을 더하기
b) 여러분의 목록과 짝의 목록을 비교해 보세요. 작업의 순서를 서로 다르게 매겼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똑똑한 컴퓨터 과학자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복잡한 상황을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분해, 추상화 그리고 일반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한다.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문제 해결과 관계
없는 것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 루브 골드버그(Rube Goldberg)는 미국의 만화가이자 발명가였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을 했다.
이 예시는 지렛대, 앵무새, 시가 라이터, 로켓 불꽃을 사용한 자동 냅킨으로, 수프를 먹은 후 입을 닦아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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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8.1.3

여러분의 학교에, 너무 복잡해서 좀 더 유용하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나요?

생각하기
지능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 중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지
만 ‘생각’은 무엇일까?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이나 생각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은 인간이 그들이 사는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성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은 우리가 판단하고, 심사숙고
하고, 상상하고, 반성하고, 견해를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등 많은 것을 하게
해 준다. 생각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가상으로 시도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IT-생각하기
8.1.4

‘생각’이 무엇인지 묘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생각해 낼’수 있
나요?

우리는 컴퓨터가 똑똑해 보이게 하고자 한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똑
똑할까? 기계는 실제로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
변하기 위해 애썼는데, 이는 컴퓨터가 이따금 사람들이 보기에 ‘생각하는’ 것
처럼 보이는 영리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Edsger Dijkstr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IT-생각하기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 잠수함이 헤엄칠 수 있느냐는 질

8.1.5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

문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까
요? 더 나은 컴퓨터를 만
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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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 혹은 생각을 하는지 묻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우리는 기계가 쓸모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8.1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을까?

◀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Edsger Dijkstra,
1930~2002)는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였
으며 1972년에 튜링 상을 받았다. 그는 자
기 이름을 딴 알고리즘을 고안했는데, 이 알
고리즘은 네트워크 안의 라우터 간 최단 거
리를 찾는 데 쓰이는 등 아직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는 컴퓨터 과학의 많
은 영역에 대해 통찰력 있고 놀라운 언급을
하였다.

IT-생각하기
8.1.6

온라인 삼목놓기(틱택토) 프로그램을 찾아서 컴퓨터와 대전해 보세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나요?

IT-생각하기
8.1.7

a) 체스를 두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체스 경기자는 시합의 정신적
추상화(Mental abstraction)를 형성하여 다음 수를 계획해야 해요. 뛰
어난 체스 경기자는 대개 지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가장
뛰어난 인간 체스 경기자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꽤 이전부터 가능했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나요?
b) 온라인 체스 프로그램을 찾아 컴퓨터와 대전해 보자. 컴퓨터를 이기
기 쉬운가요?
c) 왜 최고의 체스 경기자도 컴퓨터 체스 프로그램과 대전하면 자주 패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1983년

작품인 영화 워 게임(War

Games)의 한 장면. 한 학생이 군 컴퓨터
를 해킹하고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
는 찰나에, 삼목놓기로 컴퓨터를 이겨서
재앙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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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하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예측 텍스트(Predictive
text)이다.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할 때나 기타 일상적으로 쓰이는 애플리케이
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스프레드시트는 대개 여러분이 이미 다른 셀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셀을 채워 준다.

▲ 웹 브라우저는 검색어나 주소(URL)를 입력할 때 여러분이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예측한다.

사람들도 예측 텍스트에 해당하는 일을 항상 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경우, 대개 그 사람이 다음에 말할 내용을 맞히기가 쉬운
데,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비슷한 대화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또
한 여러분이 컴퓨터에 과거에 제공했던 정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측한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항상 맞는 예측을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 여러분도 항상 맞히지는 못하지 않는가?

IT-생각하기
8.1.8

다른 일상적인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중 예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나요?

결국,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 지능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지능인지 확인하
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어렵다. 그보다는 우리를 도울 수 있게 지능을
흉내 내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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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8.1.9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기계 중에서는 지능의 일부 측면을 보여 주는 것이 많아요. 사진을 보고 각각의 기계
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결정해 보세요.
추론하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계획하기

빠르게 배우기

문제 해결하기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추상적으로 사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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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입력과 출력

입력, 처리, 출력
지금까지 개발된 거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목적은 실제 세계에서 무언
가를 가져와서, 그것에 무엇인가를 한 다음, 어떠한 형태의 반응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 입력, 처리, 출력 시퀀스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하다. 아래는 일부 사례이다.

SatNav(내비게이션)

자동차 엔진 관리 시스템

휴대 전화의 QR코드 판독기

식기 세척기 제어 프로그램

처리

입력

응용 프로그램

출력

위성 신호
지도 데이터
사용자 요청

계산:
위치
속도
도착 시간

지도 상 위치 표시

연료 유량계 등 센서의
신호

사전 설정값과 비교

순항 제어 장치 등의 작동
기에 에러 메시지와 신호
전송

QR코드

코드를 숫자로 변경
제품 또는 서비스 검색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표시

센서로부터의 입력:
온도 센서
수위 센서

목표값과 비교

기기에 신호를 보냄:
온수기
모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력 기기
를 통해 이루어진 입력은 변수 또는 변수 모음으로 저장된다.

지능형 출력(Intelligent output)
핵심 용어
변수(Variable):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해 이름이 붙여진 메모리
위치

컴퓨터가 주어진 정보에 대해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여야
똑똑해 보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나서 그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간단한 프로
그램은 실행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컴퓨터

당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Dotty 씨, 만나서 반가워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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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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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컴퓨터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름 묻기

이름 묻기
반응 받아들이기
이름 저장하기

반응을 변수에 저장하기
변수에 저장된 이름을 이용해 적절한 답변하기

다음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도 표현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IT-생각하기

8.2.1

8.2.2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

메시지와 이름 출력

a) 컴퓨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하

여, 위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기는 쉽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컴퓨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인

터가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b)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와 대화를 한다
면,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대부분의 대화에서, 주어진 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입력이 무엇이든 관
계없이 출력되는 표준 회신(Standard reply)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지만, 컴퓨
터가 입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출력에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하도록 프로그
래밍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을 물어본 다음 사람의 나이를 물어볼 것이다. 프로그
램은 이 사람이 투표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은 경우 특정 메시지로 반응하
고, 그만큼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 다른 메시지로 반응할 것이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을 2회 테스트해 본 결과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 연산
자를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Dotty

< 또는 ‘보다 작은’
> 또는 ‘보다 큰’

당신은 몇 살인가요? 2

<= 또는 ‘작거나 같은’

당신은 투표하기에 너무 어립니다. Dotty

>= 또는 ‘크거나 같은’

>>>

따라서 >= 18 또는 ‘18 보다 크거나 같은’은 투표
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Cleopatra

< 18 또는 ‘18 보다 작은’은 투표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은 몇 살인가요? 18

나이가 많지 않은 것이다.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Cleopa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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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이름 물어보기
이름 저장하기
나이 물어보기
해당하는 사람이 18살 이상인지 확인하기
만약‘예’라면(if yes) 성공 메시지 출력 아니면(else) 실패 메시지 출력

IT-계획하기
8.2.3

나이 확인 알고리
즘을 계획하기 위

IT-컴퓨팅하기
8.2.4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나이 확인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해 순서도를 그려
보세요.

테스트하기
핵심 용어
버그(Bug): 컴퓨터 프로그램의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철저히 테스트해야 계획한대로 작
동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모든 가능한 입력과 출력그리고 프로그램 전

오류. 부정확하거나 예상되지 않

체의 모든 각기 다른 경로를 생각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

은 행태 및 결과를 초래하는 결

램은 테스트 이후에도 오류 또는 버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버그는

점, 실패 및 결함 등이 이에 해당
한다.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은
버그를 제거하기 위해 재작성하고 재점검되어야 한다.
테스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상된 입력을 받았을 때 의도된 작업을 해내
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테스트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예상된 입력을 받았을 때 정확히 해야 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약 ‘나
쁜’ 입력을 받으면 예상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는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깨려고’ 사용된다. 오류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테스트가 좋은 테스트이다.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은 자기 작업에 종종
애정을 가지게 되며 항상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고, 프로그램이 깨지는 방법을 못 찾아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프
로그래머가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테스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 데이터(normal data):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대
되는 보통의 데이터
극단적 데이터(extreme data):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범위의 경계에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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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입력과 출력

비정상 데이터(abnormal data): 기대되는 보통의 데이터가 아니며 거부
되어야 하는 데이터

데이크스트라(Dijkstra)는 테스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현명한 언급을
하였다.
프로그램 테스트는 버그가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버그가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8.2.5

8.2.6

여러분이 8.2.4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어떤 테스트
가 필요할까요? 왜 그 테스트가 필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8.2.5 IT-계
획하기에서 필요하다
고 목록에 포함한 테
스트를 시행해 보세

다중 응답

요. 입력한 테스트 데
이터, 여러분이 기대

컴퓨터를 다중 응답을 포함하여 프로그래밍하면, 컴퓨터와의 대화를 더 흥

하는 결과, 실제 결과

미롭고 ‘지능형’으로 만들 수 있다.

를 기록해 보세요.

폰뱅킹을 생각해 보자. 전화 통화를 하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메뉴를 듣
게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고객님의 전화는 저희에게 소중합니다. 고객님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
아래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1번을 눌러 주십시오
신용 한도 조회를 위해서는 2번을 눌러 주십시오
상담원과 통화하시려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
통화를 종료하시려면 4번을 눌러 주십시오

IT-계획하기
8.2.7

위와 같은 간단한 메뉴 시스템용 알고리즘을 고안해 보세요.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8.2.8

8.2.9

간단 메뉴 시스템이 더
유용해지려면 어떻게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8.2.7 IT-계획하기에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고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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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핵심 용어

프로그램 개발하기

반복
대화란 대개 질문 하나와 대답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반

루프(Loop): ‘Repeat’이란 이름
으로도 알려져 있다. 코드 한 부
분이 여러 번 반복되게 하는 구문
이다.

복(Iteration)을 사용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반복시키면 여러 개의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루프는 코드 한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게 하는 구문이다. 루프를 이용해 프
로그램에 반복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루프에는 ‘For’ 루프, ‘Repeat until’ 루
프, ‘While ... end while’ 루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For’ 루프
‘For’ 루프는 루프가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
를 들어 고객이 보안 코드에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루프가 세 번 반복되어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변수에 숫자 세 개를 지정해
야 한다.

보안 카드 입력하기 ▶

‘Repeat until’ 루프
때로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계속 코드 구간을 반복해

핵심 용어
불 논리(Boolean logic): 대수

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불 연산식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다. 5단원에서
배웠듯 불 논리는 대수의 한 형태로, 모든 답변이 ‘참’ 또는 ‘거짓’으로 한정되

의 한 형태로, 모든 답변을 ‘참’

며 불 변수에 저장된다. 불 변수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가지 값만을 가질

또는 ‘거짓’으로 한정한다.

수 있다.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불 변수(Boolean variable):
‘참’ 또는 ‘거짓’값을 가지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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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x가 2이거나 그렇지 않다.

8.3 프로그램 개발하기

‘Repeat until’ 루프는 불 연산자가 어떤 조건(소위 종료 조건이라 하는)
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된다. 이 유형의 루프를 조건 제어 루프(Conditioncontrolled loop)라고 한다. 루프 끝에서 종료 지점을 검사하므로 루프가 한
번은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루프가 된다.
repeat
print ‘Enter name of item’
input item

핵심 용어
종료 조건(Terminating condition): 루프가 계속되어야 하
는지 테스트하는 조건

print ‘Another item?’
input response
until response = ‘n’ or ‘ N ’

‘While ... end while’ 루프
‘While ... end while’ 루프 역시 조건 제어 루프지만, 한 가지가 ‘Repeat
until’루프와 다르다. 이 루프는 루프가 끝날 때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조건
을 테스트한다. 그러므로 이 루프가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IT-계획하기
8.3.1

8.2.8 IT-컴퓨팅하기에서
메뉴 프로그램을 만들 때
‘Repeat until’ 루프를 어
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주

항목이 스캔되면서 슈퍼마켓 계산서에 추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아라. 새

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

로운 항목이 있으면 값이 스캔되어 계산서에 추가되고, 프로그램에서 루프가

세요. 알고리즘을 연속된

계속 시행된다. 그러나 스캔할 아이템이 새로 없으면 루프가 더는 필요하지

구문으로 만들어도 좋고, 흐

않아서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

름도로 만들어도 좋아요.

while item_scanned!=0
total_bill=total_bill+item_cost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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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반복하기’(Repeat until) 루프는 사후 검사 루프로, 조건이 루프
의 마지막에서 테스트되기 때문에 루프를 최소한 한 번 이상 시행하게 된다.
‘While end while’ 루프는 상위 검사 루프로, 조건이 루프 시행 전에 테스트
되기 때문에 루프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핵심 용어
사후 검사 루프(Post-tested
loop): 조건이 루프의 마지막에
서 테스트되므로 루프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시행된다.
상위 검사 루프(Top-tested

확인 사항
루프는 다양한 언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된다. 어
떤 루프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되고, 다른 루프는 조건이

loop): 조건이 루프의 시행 전에

참이 될 때까지 반복되므로 사후 테스트 루프 방식의 경우

테스트되기 때문에 루프가 시행

최소한 한 번 이상 루프가 시행된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부프로그램
핵심 용어

프로그램 코드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한 프로그
래머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부프로그램(Sub-program):
부프로그램은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저장하려는
부분이다. 프로그램 안의 다른
부분들이 필요로 할 때 호출될
수 있다.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
어, 변수 이름을 저장하려는 데이터와 관련이 있게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생년월일(date of birth)을 위한 변수의 이름을 ‘x’와 같은 임의적인 것으
로 하기보다는 ‘dob’와 같은 형태로 지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
램을 부프로그램으로 쪼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이 집을 짓고자 계획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하지 않은 채 생각
나는 대로 목록에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것이다. 마스터 플랜이 들어선 다음에야 여러분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 집중할
것이다. 분수, 벽, 지붕, 계획 허가 받기, 그 외에도 집짓기와 관련된 여러 작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게
된다. 큰 아이디어를 정하고 나서 큰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프로
그램을 작업한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해법
(Solution)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은행의 메뉴 프로그램을 다시 살펴보자. 우리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떤 선택
을 하는지에 따라 매우 간단한 응답으로 대응하는, 간단한 결정을 하는 프로
그램을 이미 만들어 보았다. 컴퓨터가 더 많은 질문을 하여 처리할 정보를 더
많이 얻게 함으로써 전화를 건 사람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응답을 하게 프로
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사람
이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제공되는 옵션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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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프로그램 개발하기

부분 그 사람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객이 어떤 옵션을 원하든 먼저 신

시작

분을 확인하고 다른 옵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보안 관련 질문을 하위 프로그램에 묶으면 코딩과 관련해 많은 장점이 있다.

보안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메뉴

코드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코드를 더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

계좌 조회

신용 한도

상담원과 통화

코드를 더 짧게 만들 수 있다.

▲ 보안 질문을 추가한 은행 메뉴 프로그램이
또한 하위 프로그램을 만들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코드를 재사용

하위 프로그램으로 나뉜 형태를 보여 주는
다이어그램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세세한 과정을 하위 프로그램에 넣어 숨길 수 있
고, 프로그램 본체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것을 프로시저 추상화라고

핵심 용어

한다.

프로시저 추상화(Procedural
ab-straction): 지시 사항 여러

IT-계획하기
8.3.3

개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재사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글이나 흐름도로, 보안 하위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 은행 메뉴 프로그
램을 계획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세요. 일련의 보안 관련 질문을
물어보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반복하게 하면 됩니다. 데이
터베이스상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옵션 1, 2, 3
중 무엇을 선택하든 같은 보안 질문을 하게 하면 돼요.

IT-생각하기
8.3.2

폰뱅킹의 보안 하위 프
로그램에서 고객에게
어떤 보안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답변이 가
능할지 생각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8.3.4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8.2.8 IT-컴퓨팅하기에서
여러분이 만들었던 은행 메뉴 프로그램에 하위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하위 프로그램을 정확히 어떻게 프로그래밍할지는 여러분이 사용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달라요.

IT-생각하기
8.3.5

이제는 여러분의 프로
그램이 지능이 있는 것
처럼 보이나요? 답변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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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응답 저장하기(Storing responses)

데이터 유형
컴퓨터는 데이터를 비트의 연속으로 저장한다. 이 비트는 우리가 원하는 무
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 숫자

▲ 음악 및 여러 소리

▲ 글자와 여러 글자 모음인 단어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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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프로그램 명령어 또한 비트의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다.

8.4 응답 저장하기(Storing responses)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가지
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변수는 특정한 데이터 유형에 지정될
것이다.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수: 숫자 형태의 데이터
실수: 분수가 포함된 숫자 형태의 데이터
문자: 낱말과 기호 형태의 데이터
문자열: 여러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
불(Boolean):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지는 형태의 데이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여 의미 있는 작업을 하려면, 프
로그램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각각의 변수가 사용되기 전에 선언(Declare)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프로그래머는 처음에 무슨 데이터 유형이 필요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정적 타이핑(Static typing)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 변수가 특정 데이터 유형
으로 한번 지정되면, 그 변수가 해당 유형으로 프로그램에 계속 머무르는 것
을 말한다.
아래는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의 변수 선언 예시이다.
Dim num as Single

Dim 구문은 변수에 설정하여 이름을 부여

Dim name as String

하고 데이터 유형을 지정한다. 이 예시에서
는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설정되었고,
Single이라는 데이터 유형을 지정받았다.
Single은 정수 유형의 데이터이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거나 초기화하지 않
아도 된다. 이 언어들은 변수를 처음 사용할 때 변수의 유형을 동적으로 설정
한다.

핵심 용어
초기화(Initialise):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변수를 최초의 값으로
지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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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파이썬(Python) 버전 3에서 작성한 코드 일부이다.
변수 num에 ‘4’ 값이 주어진
다. num은 정수이다.

num=4
real_num=5.6
name= ‘Dotty’

변수 namedp ‘Dotty’ 값이 주
어진다. ‘Dotty’는 인용 부호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다.

변수 real_num에 값 䃵.6’이
주어진다. real_num은 소수점
이 있는 실수이다.

print(num)
print(real_num)
print(name)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
4
5.6
Dotty
하지만 name에 num을 추가하려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num=4

IT-생각하기
8.4.1

인간 사용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에
는 어떤 데이터 유형이
유용할까요?

real_num=5.6
name=‘Dotty’
print(num)
print(real_num)
print(name)
result=num+name
print(result)
오류가 나는데, 데이터 유형이 잘못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자열에는 정

IT-생각하기
8.4.2

비슷한 값 여러 개를

수를 넣을 수 없다.
TypeError: unsupported operand type(s) for+: ‘int’ and ‘str’

저장하기 위해 변수를
많이 만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써 보세요.

복수의 값 저장하기
만약 컴퓨터와 간단한 대화를 하려 한다면 컴퓨터에 단어를 많이 저장해 두
는 것이 좋다. 변수를 많이 설정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Dim word1 as string
Dim word2 as string
하지만 단어 프로그래밍하기는 금방 지루해질 수 있고, 처리하기도 매우 어
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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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응답 저장하기(Storing responses)

요소의 배열과 리스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 여러
항목 및 요소 모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가장 간단하고 흔한 데이터 구조 중
하나가 배열이다. 배열은 데이터 유형이 모두 같은 한정된 요소의 시퀀스로,
시퀀스에서의 위치에 따라 접근 가능하다. 배열에서의 가능한 요소 수는 프로
그래머가 배열을 만드는 순간 정해진다.

핵심 용어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어
떻게 여러 데이터 항목을 저장하고 체계화할지 정의한다.
배열(Array): 같은 유형 요소의 시퀀스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
시퀀스(Sequence): 하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정해진 질서의 모음 및 리스트. 요소마다 시
퀀스에서 위치가 있다.
요소(Element): 데이터 구조의 요소 하나.

사람 이름이 나열된 names라는 이름의 간단한 배열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다.
데이터

Dotty

Bruno

Gary

Tristan

Isolde

Sieglinde

Cosima

Alma

Gustav

색인

0

1

2

3

4

5

6

7

8

데이터를 배열에 넣거나 배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배열의 이름이나 원

핵심 용어

하는 요소의 색인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names(3)은 ‘Tristan’이다.
리스트란 배열과 유사한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이다. 리스트는 여러 요소의

색인(Index): 배열에서의 각 요

시퀀스이며 배열처럼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대체로 요소는 리스트에 추가

소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기준

될 수 있고, 리스트에서 요소의 수는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리스트가 있

한다.

숫자. ‘첨자(Subscript)’라고도

으면 프로그래머가 리스트 임의의 장소에 요소를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리스트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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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특정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데이터

IT-계획하기

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투플(Tuple)

8.4.3

등의 데이터 구조는 사람의 이름, 나이, 성별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 관련 항목

여러분이 선택한 그래
픽 프로그래밍 언어에

을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정수, 실수, 문자열 등을 원하는 대로 섞을

서 배열이나 리스트를

수 있는 것이다. 사전(Dictionary)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도 있는데, 리스트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와 같지만 데이터를 쌍으로 저장하고, 사전에서 단어(키)를 정의(값)와 연결하

을 알아 보세요. 문법을

듯 키를 값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IT-계획하기
핵심 용어
문법(Syntax): 언어에서의 규

8.4.4

알고리즘을 일련의 구문으로 또는 순서도로 작성하여 아래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세요.

칙. 컴퓨터 언어뿐 아니라 인간

이름이 무엇입니까? - Omar

언어에도 적용되는 정의이다.

생일에 따라 번호를 선택하세요.

1

3월 21일 ~ 4월 19일

2

4월 20일 ~ 5월 20일

3

5월 21일 ~ 6월 20일

4

6월 21일 ~ 7월 22일

5

7월 23일 ~ 8월 22일

6

8월 23일 ~ 9월 22일

7

9월 23일 ~ 10월 22일

8

10월 23일 ~ 11월 21일

9

11월 22일 ~ 12월 1일

10

12월 22일 ~ 1월 19일

11

1월 20일 ~ 2월 18일

12

2월 19일 ~ 3월 20일

며칠에 태어났습니까? - 3
Omar님 안녕하세요.
당신의 별자리는 쌍둥이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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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응답 저장하기(Storing responses)

IT-계획하기
8.4.5

8.4.4 IT-계획하기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8.4.3 IT-계획하기에서
수집한 정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IT-계획하기
8.4.6

8.4.5 IT-컴퓨팅하기를 통해 만든 점성술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운세
를 제공하도록 해 보세요.
힌트: 별자리가 포함된 배열 또는 리스트와 같은 인덱스(Index) 위
치에 그 별자리에 해당하는 운세를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star_
sign(1) 은 ‘양자리’로, Prediction(1)은 ‘오늘 당신은 미지의 낯선 사
람을 만납니다’로 입력할 수 있어요.

▲ 별자리 심벌이 그려진 황도십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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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의성

의사 난수
핵심 용어
의사 난수: 실제 난수처럼 보이
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프
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난수

컴퓨터가 내놓는 반응이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컴퓨터와의 대화는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컴퓨터의 응답에 임의성의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
난수(Random number)는 일정한 숫자 집합에서 각각의 숫자가 선택될 확
률이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된 숫자들이다.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 키
우기 ①』에서 완전한 임의성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운 바 있다. 이는 예
측 불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대개 정보만 충분하다면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컴퓨터가 난수처럼 보이는 숫자를 생성하
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의사
난수(Pseudo-random numbers)라고 하며 대부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충분하다.
의사 난수의 간단한 활용 사례 중 하나는 MP3 플레이어를 위해 선택된 숫자
만큼의 곡이 예측할 수 없는 순서대로 재생되는 재생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15개의 곡을 배열 또는 유사한 데이터 구조로 저장하면 여러분은 곡 개
수와 관계없이 임의의 순서대로 재생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리스트가 생성될 것이다.

▲ 재생 목록

1 All these things that I’ ve done
2 Little talks
3 In the end
4 Give me love
5 In the end

IT-계획하기
8.5.1

여러분이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의사 난수를 생성
하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자료 조사를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어요.

IT-계획하기
8.5.2

글이나 순서도로, 최소 15곡 이상의 목록으로부터 5개의 곡을 임의로
선택하는 짧은 MP3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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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IT-컴퓨팅하기

8.5.3

8.5.4

여러분이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

여러분이 8.5.3 IT-컴퓨팅하기에서 작성한 프

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8.5.2 IT-

로그램을 발전시켜 사용자가 전체 곡 목록에서

계획하기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임의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낼 때 몇 개의 곡을

작성해 보세요.

목록에 넣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8.5.5

8.5.6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확인
해 보면 선택한 곡 중에 중복되는
곡이 생기기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을 막고 하나의 임의 재생 목록에
각각의 곡이 한 번씩만 포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필
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아이디어
를 숫자로 저장하고 친구의 선호에 맞추어 주는 프
로그램을 만들고, 임의 함수를 포함해 아이디어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울 수 있게 해 보세요. 단순명
료하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데이터 집합으
로 시작하고, 데이터 세트를 확장해서 프로그램이
더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하고 더 복잡한 조언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친구의 현재 선호를 확
인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다른 사
람에게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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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획하기
8.5.7

아래와 같은 하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세요.
친구의 이름 묻기
친구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 몇 개 하기
각각 다른 유형의 선물마다 예시를 몇 개 저장하기
관심사를 알맞은 유형에 포함된 임의로 선택된 선물과 연결하기

어떻게 프로그램이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로
다른 기능의 부분을 분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지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글이나 순서도로 표현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8.5.8

여러분이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8.5.7 IT-계획하기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작성
해 보세요.
완성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세션은 아래와 같아요.
당신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Fred
아래 중 당신 친구 Fred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1 스포츠
2 독서
3 패션
4 음악
5 해당사항 없음.
선택해 주세요 : 2
Fred를 위한 이상적인 선물은 ‘호더’ 교육 교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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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8.5.9

a) 여러분이 8.5.8 IT-컴퓨팅하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의 목록을

IT-컴퓨팅하기

작성해 보세요.
b) 테스트를 실시해 보고 결과를 작성하세요.

8.5.11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
든 프로그램의 결함을 적극
적으로 찾는 테스트를 해
보도록 부탁해요. 프로그램

IT-생각하기

이 충돌하나요? 그 사람이
어떤 테스트를 했고 어떤

8.5.10

여러분이 8.5.9 IT-컴퓨팅하기에서 시행한 테스트를 보면

결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말할 만한가요?

로 보고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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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컴퓨터는 정말로 똑똑할까?

인간이 컴퓨터에 말을 걸 수 있을까?
이 단원에서 지금까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방
법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에서 영화 표를 예매하는 것도 우리
가 컴퓨터와 상호 접촉하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상황 중 하나이다.

IT-생각하기
온라인에서 영화 표를 예매할 때 우리는 예약 시스템과 대화를 하게 되며,

8.6.1

온라인에서 영화 표 구

다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

입을 할 때, 사용자가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

극장 프로그램을 고른다.

과 상호 접촉을 한다고

어느 좌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것이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접촉이
라는 것을 알려 주는 단
서로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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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고른다.
좌석 값을 지급한다.
티켓을 수령한다.

8.6 컴퓨터는 정말로 똑똑할까?

IT-생각하기
8.6.2

다음은 또 다른 상호 접촉 또는 대화 내용이에요.

* 엘리자 씨, 만나서 반가워요.
> 오…?
* 놀랐어요?
> 왜 제가 놀랐다고 생각하세요?
* “오…”라고 해서…
> 제가 “오…”라고 하는 걸 왜 신경 쓰시죠?
* 상대방이 반갑게 인사하는 데 전혀 익숙해 보이지가 않아서요.
> 상대방이 반갑게 인사하는 데 전혀 익숙해 보이지 않길 바랄 때가 있으세요?
* 항상요. 정말 싫어요.
> 그게 당신한테는 무슨 의미죠?

Input:

위의 대화가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 창 같은가요? 어떤 점이 온라인상에서의 대화 같고 어떤 점이 그렇지 않
은가요? 둘 중 누가 인간이고 누가 컴퓨터인지 알아내기 쉬운가요?

위 8.6.2 IT-생각하기의 대화는, 컴퓨터가 인간과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던 최초 시도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엘리자(Eliza)라고
불렸으며 196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인터넷에 엘리자가 다양한 버전으로 있
다. 엘리자는 인간이 하는 말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임의의 대답으로 반응하도
록 프로그래밍되었다. 그래서 약간은 엘리자가 인간이 입력한 내용을 듣고 거

IT-생각하기
8.6.3

인터넷에서 ‘엘리자
(Eliza)’를 검색하여 그

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된다. 엘리자는 컴퓨터 심리 상담사를 패러디

녀와 대화를 나눠 봅

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대화에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놀

시다.

랄 필요는 없다.

튜링 테스트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배웠듯 앨런 튜링은 컴퓨터 발달사에서 가
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기계(당시에는 발명되지 않은)가 주어진
명령어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계산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서술하여 컴
퓨터 발달의 기초를 제공했다. 튜링 기계(Turing machine)는 완전히 가상적
이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다양한 계산된 결과를 도

▲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

출할 수 있는 실제 컴퓨터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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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은 또한 인공 지능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컴퓨터
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했던 생각으로서 큰 도약이었다. 그는 기계가 지
능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Turing Test)라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 테스트는 아직도 인공 지능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널리 받아들
여지고 있다. 테스트는 기계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구성되어 있다.
튜링 테스트에서, 여러분은 사람과 기계 그리고 또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상상하면 된다. 사람은 기계와 다른 사람을 직접 볼 수 없고 오직 텍스트로만
소통한다. 따라서 음정, 몸짓 등의 신호가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만약 테스
트하는 사람이 어느 답변이 기계가 한 것이고 어느 답변을 사람이 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계가 ‘지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A

B

?
IT-생각하기
8.6.4

엘리자가 튜링 테스트

C

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
하나요? 여러분의 답
변을 설명해 봅시다.

▲ 튜링 테스트. 사람 C는 컴퓨터(A)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B)과 이야기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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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컴퓨터가 사람과 대화하게 함으로써 지능이 있게 보이도록 하는 이번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를 작성했고, 그 프로
그램은 사용자와 매우 제한적인 방식이지만 ‘대화’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임의 함수를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데, 실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보통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대화의 특징
사람과 이해가 가는 대화를 하려면 컴퓨터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관계있는 방식으로 답변하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때로 놀라게 하기
때때로 주제를 바꾸기

우리의 프로그램의 특징
이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답변을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진술에 대해 (상당히) 관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분간할 수 없는 답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너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사용해야 한다.

대화 프로그램 작성하기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대화의 주제를 하나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덜 실감나겠지만 우리는 저장해야 하는 반응의 양을 관리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제 의사와 환자의 상담을 시뮬레이션해 보자.
먼저, 증상과 그에 대한 반응을 저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통증이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의사는 ‘아마 멈출 거예요’라고 말하거나, 도움이 되는 의사라면 추가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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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생일 선물을 선택하는 작업을 할 때
는, 사용자가 주어진 목록에서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이는 가능한
답변 몇 개로 입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능성을 줄여 주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상담에는 이런 방식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의
사를 방문한 다음 미리 정해진 증상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우

핵심 용어

리는 대화가 최대한 자연어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
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컴퓨터가 자연어로 대답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연어(Natural language):
자연어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환자는 자연어로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이다. 컴퓨터가 이를 이해하게 하

이다. 공식적인 프로그래밍 언

려고 환자가 말한 내용에서 키워드(Key word)를 찾아내게 하는 방법이 있

어들이 엄격한 문법과 구조라는

다. 따라서 만약 환자가 ‘통증이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알고리즘이 환자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자
연어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발달

진술에서 키워드를 찾아낸다. 이 경우 ‘통증’이 키워드일 것이다. 그리고 나
서 알고리즘은 이 주요 사실(Key fact)에 기반을 둔 반응을 만들어낸다.

해 왔다.

그러므로 단순한 수준에서, 우리는 증상과 반응을 어느 정도 저장하고 증
상에 포함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적당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다. 아래가 가능
한 대화의 예시이다.

의사: 무엇이 불편한지 말해 주세요.
환자: 속이 안 좋아요.
의사: 그러면 나쁜 음식을 그만 드세요.

환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대비하여 예비 계획이 필요하다.
의사: 무엇이 불편한지 말해 주세요.
환자: 코에 점이 있어요.
의사: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 주세요.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8.6.5

8.6.6

매우 조금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의

여러분이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와 환자의 상담을 상상해 보세요.

사용하여, 8.6.5 IT-계획하기에서 계획한 프로그램

구문이나 순서도를 사용해 하나의

을 작성해 보세요.

증상과 하나의 반응을 자연어로 처
리하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세요.

힌트: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마
도 입력 내용에서 중에서 특정한 단어나 표현을 찾
아내는 in과 같은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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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컴퓨터는 정말로 똑똑할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
할 것이다.

IT-계획하기

IT-계획하기

8.6.7

8.6.8

여러분의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세 개의 장소

컴퓨터가 꽤 자연스러운 대

가 필요하다. 세 장소 중 위의 두 장소에 사용할 적당한

화를 사람과 할 수 있고, 사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람의 반응을 이용하여 대답
하는 알고리즘을 글이나 흐

시작하는 질문

름도로 작성해 보세요. 반

따라오는 질문과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쓰일 구문

응이 더 자연스럽게 임의성

사람들의 반응. 반응을 저장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을 조금 사용하도록 프로그

대답할 때 저장한 반응을 사용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램을 고안하고, 사람이 아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용 없이 엔터키를 눌러 대

사람들의 다양한 입력에 대응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기

화를 종료할 때까지는 대화

위해 노력해 보세요.

가 반복되도록 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IT-컴퓨팅하기

8.6.9

8.6.10

여러분이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8.6.8 IT-계획하기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텍스트 기
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8.6.8 IT-계획하기에
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작성
해 보세요.

IT-생각하기
8.6.11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에요. 프로그
램이 좀 더 납득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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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적
패턴
도전 과제
여러분은 패턴 탐정이 되어 수학, 미술, 음악에서 패턴이 컴퓨터를 사용
하여 만들어지는 몇 가지 방법을 조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배우
는 재귀적 패턴(Recursive patterns)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컴퓨터
가 재귀적 패턴을 출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지요.

9.1

노래를 분해해서 재귀적 패턴 찾기

재귀
패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턴은 규칙적 패턴,
방사형 패턴, 연속형 패턴 등이 있으며, 또한 재귀형 패턴이 있다. 재귀형 패턴
은 패턴 전체 또는 패턴 일부분이 패턴의 한 부분 속에서 반복되고, 그 패턴 또
한 패턴 일부분에서 반복되는 형태이다. 재귀형 패턴은 때때로 자기 참조적이
라고 불리는데, 자기 형태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재귀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스스로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최종점에 달할 때까지 계속 호출하고, 재귀가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온다. 재
귀는 컴퓨팅에서 프로그래밍해야 할 코드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프
로그램 내에서 코드의 일부는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용어
재귀(Recursion): 컴퓨팅에서 재귀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스스로 또는 프로그램 일부를
최종점에 달할 때까지 계속 호출하고, 재귀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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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노래를 분해해서 재귀적 패턴 찾기

IT-생각하기
9.1.1

두문자어(acronym)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매우 흔하기 때문에, 프로
그래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재귀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두문자 ‘PHP’
와 ‘GNU’는 모두 재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 PHP(PHP: Hypertext Preprocessor), GNU(GNU’s Not UNIX)

▲ 규칙적 패턴. 각각의 모양 사이에는 같은 크기의 공간이 있다.

▲ 방사형 패턴. 원의 중심에서 뻗어 나오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재귀형 패턴. 사람이 태블릿을 보고 있는 이미지 안에 사람이 태블릿
을 보고 있는 장면이 들어 있다.

▲ 연속형 패턴. 모양이 연속을 이루거나 연속의 일부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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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One Man Went to Mow)에서의 재귀
우리는 노래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에서 재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두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두 사람,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세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네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네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다섯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다섯 사람, 네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각 소절에서, 빨간 값에는 1이 추가되고 초록색 부분은 반복되며, 둘째 행의
첫 부분에 텍스트가 약간 추가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생
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절
소절 번호 = 1
(소절 번호)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둘째 소절
소절 번호에 1을 더하기
(소절 번호)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소절 번호) 사람 (첫째 소절)

셋째 소절
소절 번호에 1을 더하기
(소절 번호)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소절 번호) 사람 (둘째 소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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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노래를 분해해서 재귀적 패턴 찾기

IT-계획하기
9.1.2

a)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의 열 번째 소절까지 출력하는 알고리
즘을 만들어 보세요.
b) 다섯 번째 소절까지 출력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100번째
소절까지 출력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재귀적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스스로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 프로그램이 끝없이 반복되다가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모두 소모한 다음 스스로 충돌하거나 컴퓨터에 충돌을 발생
시킬 것이다. 재귀적 프로그램은 결국 프로그램이 스스로 호출하는 것을 중지

핵심 용어

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종료 조건’ 지점을 ‘기저 사례’라고 한다.
기저 사례(Base case): 재귀 루
프를 종료시키는 조건

IT-계획하기
9.1.3

노래 「초록 병 열 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각각의
소절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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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귀적 프로그램 작성하기

재귀적 부프로그램
재귀적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호출하는 한편 스스로를 종료하는 기저 사례
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재귀적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을까?
루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반복적 프로그램은 재귀적 프로그램으로 수정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을 수정하여 재귀적 호출을 만
들면 되는데, 프로그램의 부분은 부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함수나 프로시저일
수도 있다.
1에서 3까지 세는 재귀적 프로세스를 정의해 보자. 스크래치 2.0에서는 다
음과 같다.

프로그램이 이 지점에서
숫자 -1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 호출하는지 유의
하자.

파이썬 버전 3에서는 다음과 같다.
# sub program
def recurse(number):

IT-컴퓨팅하기
9.2.1

print(number)

파이썬 버전 3 프로그램에

#main program

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recurse(3)

부터 프로그램이 숫자를
하나씩 빼면서 세어나가
도록 수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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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umber>:

9.2 재귀적 프로그램 작성하기

팩토리얼
기호 !는 숫자의 팩토리얼(Factorial)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숫자의 팩
토리얼은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3! = 3 ×2 ×1
= 6 이며 4! = 4 ×3 ×2 ×1 = 24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4!는 4 ×3!으로 표현
할 수 있고, 3! = 3 ×2!로 표현할 수 있다. 팩토리얼은 재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T-계획하기
9.2.2

이 알고리즘은 2!를 재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이것을 따라서 5!를 재귀적으로 정의해 보세요.

2 ×1

팩토리얼 함수: 2

1

팩토리얼 함수: 1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0!을 1로 정의했고, 따라서 우리는 숫자의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하위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sub program

IT-계획하기

define factorial(number)

9.2.4

a)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 노

if number = 0 then return 1

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작성

else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필요로

return number*factorial(number-1)

하는 문구를 찾아보세요. 프로
그램이 효율적이어야 하므로,

IT-컴퓨팅하기
9.2.3

되도록 적은 양의 문구를 사용
해야 해요.

a) 9.2.2 IT-계획하기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참고해

b) 여러분이 찾아낸 문구를 각각

서, 5!를 계산하는 재귀적 프로그램을 텍스트 기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 하나의

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 보세요.

폴더에 논리적인 파일 이름으

b)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의

로 저장해 보세요.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9.2.5

9.1.2 IT-계획하기 a)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를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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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피보나치 수열
1,300년 전, 피사의 레오나르도(Leonardo of Pisa) 또는 피보나치(Fibonacci)로
알려진 사람은 아래의 문제를 제시했다.

한 쌍의 토끼가 한 달에 한 쌍씩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새로 태어난 새끼
는 두 달째부터 새끼 한 쌍을 낳을 수 있다. 일 년 동안 태어난 토끼는 모
두 몇 쌍인가?

쌍의 숫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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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열을 1, 1로 시작한다.

2

다음 값은 1 + 1 = 2

3

다음 값은 1 + 2 = 3

5

그 다음 값은 2 + 3 = 5

9.3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IT-생각하기
9.3.1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 다음 다섯 개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IT-컴퓨팅하기
set a and b to 1

9.3.2

set c to 2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
밍 언어로 피보나치 수

print a

열의 첫 10개 숫자를 출

while c <= 10

력하는 프로그램을 만

print b

들어 보세요.

temp = a
a = b
b = b + temp
c = c + 1

7단원에서 배운 바와 같이, 변수 temp를 활용하면 숫자를 바꿀 수 있다

IT-생각하기
9.3.3

a)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피보나치 수열의 첫 20개 숫자를 찾아보세요.
b)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피보나치 수열의 각각의 숫자를 바로 앞의 숫자로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c)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어떤 점을 알 수 있나요?

1

1
1/1

2
2/1

3
3/2

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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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비율

여러분은 피보나치 수열을 진행해 나갈수록 계산값이 특정한 숫자에 근접
해 가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값인 1.61803398875는 수학자들에게 황금
비율 또는 파이(Phi, φ)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가지 직사각형의 가장자리
끼리의 비율을 표현하는 숫자라는 뜻도 널리 알려져 있다.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150

9.1 노래를 분해해서 재귀적 패턴 찾기

자연에서 함께 확인되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1단위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옆에 같은 1단위 곱하기 1단위의 정사각형을
놓으면 다음과 같다.

1

1

만약 2단위의 정사각형을 우리가 그렸던 도형 아래에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1

1
2

우리가 계속 도형의 가장자리만큼 큰 정사각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추가해 나간다면, 아래와 같은 도형을 그리게 된다.

5
8
1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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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나선을 그려 보면, 마치 앵무조개의 껍데기처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
8
1 1
2

3

식물은 새로운 세포를 나선형으로 성장시킨
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 다음 회전하기
를 반복한다. 회전할 때 움직임의 양이 중요
한데, 잘못된 양만큼 회전하면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식물이 회전하는 양은 황
금 비율인 0.618이고, 황금 비율은 우리가
그려보았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이 없
는 패턴을 만들어 낸다. ▶

8
5
3
2
1
식물이 자랄 때 각각의 높이에서의 잎의
패턴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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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aves

9.3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IT-생각하기
9.3.4

황금 비율이 나타나는 자연물 이미지를 세 가지 찾은 다음, 황금 비율이
각각의 대상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9.3.5

a) 루카스 수열(The Lucas Series)은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원칙을 사
용하지만 숫자 2와 1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수열은 다음과 같이 시작
해요.
2, 1, 3
루카스 수열의 처음 20개 숫자를 써 보세요.
b) 피보나치 수열의 처음 20개 숫자와 루카스 수열의 처음 20개 숫자를
비교하세요. 두 수열 사이에 공통되는 값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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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9.3.6

9.3.2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여러분이 처음의
값 2개를 고르고 출력할 숫자 개수도 고를 수 있도록 하세요.

IT-컴퓨팅하기
9.3.7

9.3.6 IT-컴퓨팅하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여 숫자 간의 비
율을 출력하도록 하세요.

피보나치 수열은 재귀적 패턴으로, 그 전 숫자의 값에 의해 다음 값이 결정된다.
피보나치 수열을 재귀적으로 생성하는 부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define fib()
if n=0 then
return 0
else if n=1 then
return 1
else return fib(n-1) + fib(n-2)

IT-컴퓨팅하기
9.3.8

주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피보나
치 수열을 출력하는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사용자가 출력하
려는 숫자 개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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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재귀적 프로그램에서 패턴 출력하기

9.4

재귀적 프로그램에서 패턴 출력하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컴퓨터가 다음의 재귀적 패턴 중 한 개 이상 출력하게 하는 재귀적 프로그램을 작
성해 볼 시간입니다.

▲ Square numbers (사각형 숫자)

▲ Triangle numbers (삼각형 숫자)

곱셈표 (1~12)
삼각형 숫자
사각형 숫자

각 경우에 사용자는 출력할 값 또는 시퀀스 항
(Term)의 개수를 고를 수 있어야 해요.

IT-컴퓨팅하기
9.4.1

문제를 분해하고 자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
램을 작성하세요.

9.4.2

여러분이 만들 재귀적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을 만들기 위해 재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4.3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재
프로그램이 나중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프로그
귀적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램을 작성할 때 모두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
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무엇을 하려
9.4.4 여러분이 만든 재귀적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하는지 설명해야 해요. 또한 해결책을 설명하기
디버깅하세요.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접근 방
식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코드를 만들 때는
9.4.5 여러분이 만든 재귀적 프로그램을 평가해 보
테스트를 해야 해요. 코드가 대부분의 조건하
세요.
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이 테스트 과정을 기록해서, 프로그램에서
9.4.6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상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및 기능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
어느 부분이 이미 테스트가 되었으며 어떤 방식
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으로 테스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
도 써 보세요.
요. 또한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코드 각 부분
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의미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고 주석(Comment)을 답니
다. 이러한 증거를 모두 모아서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함께 프로젝트 문서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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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핵심 용어

정의

페이지

광역 네트워크 (Wide Area
Network, WAN)

상대적으로 넓은 지리적 공간에 걸친 디지털 기기들의 네트워크. 대개 광역 네트워크(WAN)는 여
러 개의 근거리 네트워크(LAN)으로 구성된다.

80

문법 (Syntax)

언어에서의 규칙. 컴퓨터 언어뿐 아니라 인간 언어에도 적용되는 정의이다.

130

번역 프로그램 (Translator)

번역 프로그램은 고수준(High-level) 프로그래밍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 언어로
번역하는 유틸리티이다.

12

벤 다이어그램 (Venn diagram)

여러 사물의 분류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다. 특정 사물이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
족하면 새로운 분류에 속하게 된다.

58

변수 (Variable)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붙여지는 이름.

118

부프로그램 (Sub-program)

하위 프로그램은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이다. 프로그램 안의 다른 부분
들이 필요로 할 때 호출될 수 있다.

124

사후 검사 루프
(Post-tested loop)

조건이 루프의 마지막에서 테스트되므로 루프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시행된다.

124

상위 검사 루프
(Top-tested loop)

조건이 루프의 시행 전에 테스트되기 때문에 루프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4

선택 (Selection)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발생할 결과로 선택될 가능한 행동의 흐름을 제공하는 과정에 붙여지는
이름.

50

센서 (Sensor)

주위 환경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장치.

51

셸 스크립트 (Shell script)

맥이나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모아 둔 간단한 파일.

23

시퀀스 (Sequence)

하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정해진 질서의 모음 및 리스트. 각 요소마다 시퀀스에서 위치가 있다.

129

알고리즘(algorith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시저나 단체. 흔히 알고리즘은 순서도나 사람들의 언어를 빌려 표현된
다.

42

와일드카드 (Wildcard)

어떤 것이든’이라는 뜻의 기호. 따라서 ‘*.txt’란 ‘.txt로 끝나는 어떤 파일이든’이라는 의미이다.

24

의사 난수

실제 난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난수

132

의사 코드 (Pseudocode)

프로그램 설계에 사용되는 언어 시스템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다.

104

재귀 (Recursion)

컴퓨팅에서 재귀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스스로 또는 프로그램 일부를 최종점에 달할 때까지 계
속 호출하고, 재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돌아온다.

142

종료 조건
(Terminating condition)

루프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테스트하는 조건.

123

패스 파인딩
(Path finding)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선의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특정 기준에 따른다.

72

프로그래밍 (Programming)

컴퓨터가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시퀀스를 작성하는 과정.

69

프로시저 (Procedure)

프로시저란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의 순서를 정해 두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둔 것을 말한
다.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45

프로시저 추상화
(Procedural abstraction)

지시 사항 여러 개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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