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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컴퓨팅은 과학, 공학,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분야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컴퓨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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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혹은 생활 속 사물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컴퓨팅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이지만 그 뿌리는 우리 조상들이 계산 장치를 발명했던
시기(오늘날의 계산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컴퓨터 과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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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을 공부함으로써
학습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컴퓨팅의 주요 개념들과 시스템이 발달해 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팅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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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교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기술을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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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입니다.
● IT-계획하기: 연습된 활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기 위해 계획하는 활동입니다.
● IT-컴퓨팅하기: 실질적인 컴퓨팅 활동으로서, 이 교재를 통해 컴퓨팅에 대한 도전을 즐기고
응용하여 그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즐기고 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크 더링과 조지 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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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Unit 1

도전 과제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스파이 동료에게 이메일로 기밀 메시지를 전송하는 비밀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꾼들이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읽어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의 동료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두 명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나 비밀 코
드를 만들어 보세요.

1.1
핵심 용어
데이터 표현(Data represen-

이진 코딩 시스템

이진법 복습하기
모든 컴퓨터는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다른 말로 하면,

tation): 숫자나 문자 등 다양한

컴퓨터의 프로세스는 이진 코드 0과 1을 통해 작동한다는 뜻이다. 데이터 표현

데이터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이란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이진 코드가 사용되는 방식을 뜻한

진 코드가 사용되는 방식.

다. 여러분은 이미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2단원과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②』 3단원에서 이진 코드를 사용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IT-생각하기
1.1.1

다음의 이진수를 십진수로

1.1.2

최소한의 비트를 사용해서 다음의

변환하세요.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세요.

a) 00000001

a) 8

b) 01101100

b) 33

c) 11001100

c) 130

d) 10001001

d) 200

e) 11111110

e) 255

1.1.3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1.1.4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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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진 코딩 시스템

컴퓨터는 숫자 외에도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
는데 정보가 이진수 형태로 되어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IT-생각
하기 1.1.2에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했던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0과 1이라
는 이진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텍스트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가장 자주 쓰이는 시스템을 살펴볼 것이다. 알파벳 철자나 구두점, 그 외의
다른 부호를 변환하는 시스템이 모두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다수의 사용자
가 표준임을 인지하고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스 부호(Morse Code)는
점과 선을 사용해 글자를 나타내는 이진법 시스템이다. 새뮤얼 모스(Samuel
Morse)가 150여 년 전에 이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낼 때 점선은 알파벳 A를 나타내고, 선-점-점-점은 알파벳 B를 나타낸다는 식의 규

IT-생각하기

칙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1.1.5

사용할 수 있다.

a) 7비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문자는 몇 개일까요?

ASCII

b) 표준 키보드에는 영어 알파
벳이 몇 개 있나요?

아스키(ASCII)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정

c) 7비트 코드를 사용하면 영어

보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의 약자인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알파벳을 모두 표현할 수

1960년대에 개발된 시스템이다. 원래는 7비트 코드였지만 이후 개발된 버전

있을까요? 다른 언어의 경

에서는 사용되는 비트 개수가 더 많다. ASCII에는 영어 알파벳 전부 및 특수

우엔 어떨까요?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이진 코드가 있다. 예를 들면 1000011은십진수로 바꾸
면 67인데, ASCII 시스템에서는 대문자 C를 나타낸다.

IT-계획하기
1.1.6

다음은 ASCII 코드표 중 일부입니다. 영어 대
문자 알파벳에 해당하는 7비트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하고 각 이진수
가 ASCII로는 어떤 글자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다음의 메시지를 해독해 보세요.
83 69 78 68 72 69 76 80

1000001
1000010
1000011
1000100
1000101
1000110
1000111
1001000
1001001
1001010
1001011
1001100
1001101

A
B
C
D
E
F
G
H
I
J
K
L
M

1001110
1001111
1010000
1010001
1010010
1010011
1010100
1010101
1010110
1010111
1011000
1011001
1011010

N
O
P
Q
R
S
T
U
V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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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IT-컴퓨팅하기
1.1.7

a) 십진수를 해당 이진수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ASCII 문자로 자동 변환해 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에 71을 입력하면 이진수 1000111과 알파벳 G가 나타나는 방법으
로 짧은 메시지를 읽고 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를 설정해 보세요.
b)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확장해서 다음 변환도 할 수 있게 설정하세요.
■ 이진 코드를 십진수와 ASCII 문자로
■ ASCII 문자를 이진 코드와 십진수로

다른 문자 코딩 시스템
이진 코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도(Baudot),
엡시딕(EBCDIC), 유니코드(UNICODE) 등이다.
보도 코드(Baudot code)는 1870년대에 발명된 5비트 부호이며, 인쇄 전신
기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 인쇄 전신기란 전화선과 전파를 통
해 ON/OFF 신호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계이다. 초기 인쇄 전신기는 자
판에 키가 5개밖에 없었고, 교환원들이 5비트 코드를 암기해야 했다. 코드를
입력할 때 실수가 종종 발생했다. 그래서 메시지 입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구
식 타자기와 유사한 정식 키보드가 발명되었다.

▲ 자판의 키가 5개인 인쇄 전신기의 키보드(왼쪽) 및 타자기 자판이 달린 인쇄 전신기(오른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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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진 코딩 시스템

보도 코드는 ASCII를 포함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코드의 전신이었
다. 옛날 시스템이긴 하지만, 보율(baud rate)이라는 표현은 오늘날까지도 데
이터 전송 속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고 있다.
엡시딕(EBCDIC)은 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Interchange
Code(확장 이진화 십진 교환용 부호)의 약자로, 1960년대에 대형 IBM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 주로 사용된 코드이다. 그때는 이런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할
때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문자 및 숫자를 나타
내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는 ‘천공 카드(펀치 카드)’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특수한 카드 판독기가 사용되었다. IBM
은 엡시딕을 자사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8비트 코드로 만들었
다. 그러나 다른 코드가 더 대중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IBM 역시 엡시딕을 사
용을 중지하고 그 대신 ASCII를 쓰기 시작했다.
유니코드(UNICODE)는 더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이진수를 문자로 바
꿀 때 사용되는 오늘날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
스템들은 모두 5, 7, 8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숫자의 문자만 나
타낼 수 있었는데, 유니코드는 16비트를 사용하므로 훨씬 많은 문자를 나타낼

▲ 1950~60년대에 IBM 메인프

수 있다.
코딩 시스템

비트 수

가능한 문자 개수

Baudot

5

32

ASCⅡ

7

128

EBCDIC

8

256

16

65 536

UNICODE

레임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된 펀치 카드

▲ 코딩 시스템이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문자 개수를 나타내는 표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1.1.8

1.1.9

유니코드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보도, 엡시딕, 아스키, 유니코드

a) 이 시스템은 언제 발명되었나요?

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사용

b) 왜 발명되었나요?

되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스템

c) ASCII에 비해 유니코드의 장점은 무엇

도 있지요. ISO 8859, 코드 페이지(Code

일까요?
d) 이진수를 문자로 바꿀 때 유니코드가
표준적으로 쓰이게 된 이유는 뭘까요?
e) 어떻게 작동하나요?

Pages), ANSI, 텔레텍스트(Teletext) 등 여
기에서 살펴보지 않은 시스템도 있습니다.
문자 코딩 시스템 전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세요. 그리고 각 시스템이 왜 발명되
었는지, 각 시스템의 주요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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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1.2

암호화의 기초

암호화란?
텍스트가 이진수로 변환되고 나면 전자적으로 저장 및 전송될 수 있는 형태
가 된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많은 정보가 개인적이거나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전송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다른 사
람이 발견할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암호화(encryption)
란 데이터를 비밀 코드로 바꾸어서 키(key)를 알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드

핵심 용어

는 것을 뜻한다. 해독(decryption)이란 암호문을 원래의 암호화되지 않은 데
이터 형태인 평문(plaintext)으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이르는 이름이다. 암호

암호(Cypher): 데이터를 제3자
가 판독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
나 해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IT-생각하기

(Cypher)는 데이터를 비밀로 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때 필요한 알고리즘이
다. 데이터는 암호를 사용해 암호화되거나 해독된다.

왜 암호화가 필요할까?
컴퓨터는 우리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 정

1.2.1

사람들이 컴퓨터에

보가 이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여러분

두는 것 중 비밀로

의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에

하고 싶은 정보로는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무엇이 있을까요?

에서는 여러분이 프로필에 올려 두는 정보를 모두 저장해 둔다.나이가 들수록
저장되는 정보의 양도 점점 더 늘어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물
건을 구매하면 최소한 구매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계좌 정보가 사용 및 저장
된다.
정부, 학교, 병원, 의사들, 은행 같은 모든 기관에서는 저장한 정보를 관리하
고 안전하게 보관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지역
병원에서 수술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영국의 사례). 이때 여러분
의 개인 건강 정보가 전송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의 안전한 보관이 국가 보안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다. 사실 비
밀 코드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주로 그중 많은 경우 전쟁이나 충돌 상
황에서 사용되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의 연대표에서 암호화의 역사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알
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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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암호화의 기초

암호화가 중요한 이유는?
암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예시를 한 가지만 보자.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때 영국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서 있었던 일이다.

에니그마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20년대 초, 독일 기술자 아르투어 세르비
우스(Arthur Scherbius)가 에니그마(Enigma)라는 기계를 발명했다.
이 기계는 전화선과 무선 신호를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뒤죽박
죽으로 섞었다. 처음에는 은행 송금을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

휠(wheels)

었지만, 나중에는 독일군이 이 기계를 사용했다. 독일군이 보낸 메시지
에는 군사 전략 및 전투 승리 계획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
었다.
전구

메시지는 치환 암호를 이용해 변환되었고 치환 암호에서는 각 문자
가 다른 문자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면 ‘A’가 ‘Z’가 되고 ‘B’가 ‘Y’가 되

자판

는 것이다. 에니그마 암호가 뛰어났던 점은 자판에 입력되는 각 문자가
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다른 문자로 대체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코드

플러그

를 해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에니그마에는 바퀴가 여러 개 있었고
각 바퀴에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바퀴는 여러 배열로 바뀔 수가 있
기 때문에 결과도 계속 변하며 1해 5천 경이 넘는 결과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코드 풀기
에니그마 코드는 1932년 폴란드 산하 암호국이 처음으로 해독했다.
마리안 레예프스키(Marian Rejewski), 헨리크 지갈스키(Henryk Zygalski), 예르지 루지츠키(Jerzy Rozycki)라는 폴란드 암호학자 세 명
이 수학과 프랑스 군사 정보부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 암호를 풀어 냈
다. 앨런 튜링(Alan Turing)과 블레츨리 파크에서 일하는 그의 동료들
이 이들의 작업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했다. 독일의 에니그마 교환수가
실수를 저지르고, 독일 잠수함에서 에니그마 기계를 획득하면서 연합
군 측 암호학자들이 메시지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암호란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해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사

IT-생각하기
1.2.2
12~13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종
류의 암호는 서로 많이 달라 보이
지만, 사실 그중 많은 암호가 같은
원칙이나 알고리즘적 사고에 기반
을 둡니다. 각 시대의 암호 사용을
알아보고 서로 다른 암호 간의 공

용된 암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암호화되었는지 알더라도 암호문

통점에 대한 짧은 발표를 준비하

을 해독할 키가 없다면 평문으로 바꿀 수 없다.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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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암호화의 역사
기원전 1900년: 고대 이집트에서 초보적 암호가
조각되다. 재미로 새긴 것으로 추측된다.

기원전 800~600년: 고대 그리스인들이 군사 정
보 메시지 전송에 암호를 사용하다. 연기와 횃불을
사용해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인 폴리비오스의 암호

▲ 초기 이집트의 암호

표(Polybius Square)를 고안하다.

기원전 742년: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키테일 암호
(Scytale cypher)를 발명하다. 메시지가 길고 가는
종잇조각에 쓰여 있고, 이 종잇조각이 길이와 지름이
일치하는 막대기에 감겨야만 해독되는 암호였다.

▲ 고대 그리스의 스키테일 암호
기원전 50년경: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의 서
신에 이동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다. 이동 암호란 일
종의 치환 암호이다. 카이사르 암호(Caesar cypher)로도 알려졌으며 기본적인 방법은 오늘날까
지 사용되고 있다.
서기 800~900년: 아라비아 수학자들이 최초로
1467년: 최초의 치환 암호인 알베르티 암호(Alberti cypher)가 이탈리아에서 발명되다. 이 암호

주요 암호 작성 및 해독 방법이 모두 포함된 암호
이론을 기록하다.

는 두 개의 회전 원판을 사용했는데, 거의 500년 후
인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같은 개념이 이용된다.

1586년: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짜면서 암호화된 문자를
사용한다. 엘리자베스 1세의 스파이들이 이 암호를
해독해 냈고, 결국 메리 여왕은 처형된다.

1605년: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스테가노그
래피(Steganography)를 이용해 암호 및 텍스트 속
에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해 낸다.
베이컨은 이진법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훨씬 전에
문자를 5비트 코드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발명한다.

▲ 알베르티의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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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암호화의 기초

1797년: 토머스 제퍼슨이 바퀴 여러 개가 달린 나
무 실린더를 고안한다. 알파벳 철자가 각 바퀴에 새
겨져 있고, 실린더의 메시지를 읽으려면 바퀴 각각
을 올바른 위치에 놓아야 한다.

▲ 토머스 제퍼슨의 나무 실린더
1789~1815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예민한 군사 정보를 전송하
기 위해 독자적인 암호를 고안하다.

1938~1945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암호 제
작 및 해독이 전쟁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
히 2차 대전 중 블레츨리 파크의 앨런 튜링의 해독
작업은 1945년 연합군이 승리한 원인 중 하나로 평
가받고 있다. 독일군의 기밀 메시지를 담은 암호를
연합군이 풀어냈기 때문이다.

1961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에서 처
음으로 컴퓨터 암호를 만들다. 학생들이 컴퓨터 사
용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

1995년: ‘해커(hacker)’라는 단어가 컴퓨터 시스
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중
적인 용어가 된다. 이 단어는 원래는 컴퓨터 회사에
고용되어 프로그램의 오류와 실수를 찾아내는 사람
들을 의미했다.

▲ 20세기에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 및 해독하는 데
사용된 에니그마 기계

오늘날: 여러분의 PC에서 특정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부터 정부 기밀 사항의 복잡한 암호화까지, 암호 이
론은 오늘날 아주 다양한 개인적·공적 프로그램에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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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1.3

암호화와 해독 이해하기

간단한 암호
핵심 용어

암호화란 평문을 이해 불가능하거나 해독 불가능한 코드, 즉 암호문(cyphertext)으로 바꾸는 과정을 가리킨다. 해독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암호화(Encryption): 데이터를
암호문으로 바꾸어 키(key)를 알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
해독(Decryption): 암호화된 데
이터를 다시 평문으로 변환하는

있도록 다시 평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암호화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손에 넣을 경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
해서는 ‘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 키를 모르는 경우에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
암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

이 메시지는 평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북쪽에 병력을
더 보내라)

IT-컴퓨팅하기
1.3.1
a) 아래 메시지는 보안을 위
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Send more
troops to the
north side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문으로
암호화한다.

Tfoe npsf
ussppqt up uif
opsui tjef
(암호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요? 암호를 풀어
보세요.
Uijt jt b tjnqmf dzqifs

암호문이 전송된다.
b) 다음 메시지도 같은 암호
를 사용합니다. 문자 배열
패턴을 보세요. 영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자
는 ‘e’와 ‘t’입니다. 이 힌
트를 참고하여 암호를 풀

암호문을 수신한다.

어 보세요.
Uif difftf jt po uif ubcmf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다시 해독한다.

Send more
troops to the
north side
(북쪽에 병력을
더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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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암호화와 해독 이해하기

IT-컴퓨팅하기
1.3.2

아래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IT-컴퓨팅하기 1.3.1의 코드를 풀 수 있습니다. 암호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나요?

자주 쓰이는 데이터 암호화 방식
자주 쓰이는 데이터 암호화 방식 몇 가지를 알아보자.

IT-계획하기
1.3.3

글자 뒤집기(Reverse cypher)

a) 복호를 사용한 메시지를

풀기 가장 쉬운 코드일 것이다. 메시지를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되기 때문
이다.
‘THE EAGLE HAS LANDED’는 ‘DEDNAL SAH ELGAE EHT’가 된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DEDNALSAHEL-

작성하세요. 풀기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보세요.
b) 다른 사람에게 암호문을
주고 암호가 풀리는지
보세요.

GAEEHT’
또는 눈속임을 위해 문자를 같은 길이로 묶을 수도 있다. ‘DED NAL SAH
ELG AEE HT’

치환 암호(Substitution Cypher)
치환 암호에서는 알파벳의 각 문자가 다른 문자로 바뀐다(치환된다). 카이
사르 암호라고 불리기도 한다. IT-컴퓨팅하기 1.3.1과 IT-컴퓨팅하기 1.3.2
에서 사용된 암호가 치환 암호의 간단한 예시이다. 평문의 각 문자가 알파벳
바로 앞글자로 대체된다. 이런 방식은 ‘이동(shif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글자가 정해진 횟수만큼 이동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는 2글자 이동한 치환 암호가 나와 있다. 이 암호를 사용하면
‘THE EAGLE HAS LANDED’는 ‘VJG GCING JCU NCOFGF’가 된다.

A B C D E F G H I
C D E F G H I

J K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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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치환 암호를 해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개 더 있는데 그중 하나는
키워드(keyword)를 사용하는 것이다. ‘chopstick(젓가락)’이라는 단어를 예
로 치환 암호를 적용해 보자.
먼저, 키워드에서 발음이 겹치는 글자를 뺀다. ‘chopstick’이 ‘chopstik’이
된다.
그 다음 알파벳의 앞글자 8개를 키워드와 교체한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외의 남은 글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한다.
아래의 표는 Chopstick을 암호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 B C D E F G H I

J K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 H O P S T I K A B D E F G J L M N Q R U V W X Y Z
이 암호를 사용하면 ‘THE EAGLE HAS LANDED’는 ‘RKS SCIES KCE
ECGPSP’가 된다.

IT-계획하기
1.3.4
a) 치환 암호를 만들어 보고 그 암호를 사용한 메시지를 작성해 봅시다.
b) 다른 사람에게 암호문을 주고 암호가 풀리는지 보세요. 그다음 암호의 키를
넘겨주고, 암호를 풀 수 있는지 봅시다.

치환 암호의 다른 방법으로는 철자를 기호로 대체하는 것이 있다. 피그펜 암호
(Pigpen Cypher)가 바로 그런 암호다. 알파벳의 각 글자가 여러 모양의 격자 안에 들
어가는데, 각 글자가 들어간 격자 모양은 각각 독특한 모양이 있고 그게 이 암호의 기
호가 된다.

A B C
G H

I

L

K
M

N •• O •• P
••

••

••

••

Q •• R •• S
T U V

W
X

•••
•

D E F

J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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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암호화와 해독 이해하기

그러므로 이 피그펜 암호에서 알파벳은 다음과 같다.

A

B

C

D

E

F

G

H

IT-계획하기

I

1.3.5
피그펜 암호를 사용해 메시

J

K

L

M

N

O

P

Q

지를 작성한 다음 다른 사람

R

에게 해독을 부탁합시다. 아
니면 여러분 스스로 문자가
아닌 다른 형식의 치환 암호

S

T

U

V

W

X

Y

Z

를 만들어 봅시다.

모듈러-2(Modular-Ⅱ)
제2차 세계 대전 때, 로렌츠(Lorenz)라는 독일 기술 회사에서 비밀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의 코드는 모듈러-2 덧셈(Modulo 2 addi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치환 암호를 만드는 방법이다.
알파벳의 각 글자에 5비트 이진 코드를 부여한다. 그다음 모듈러-2 덧셈을
사용해 이진 코드를 서로 더하면 새로운 이진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가 새
로운 글자를 나타낸다. 평문에 키를 더하면 암호문이 나온다.
로렌츠가 사용한 색인 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A’나 11000을 키로 고를 경우
‘A’에 ‘B’를 더하면 ‘B’를 암호화할 수 있다.

1 1 0 0 0
+ 1 0 0 1 1
0 1 0 1 1

A

11000

N

00110

B

10011

O

00011

C

01110

P

01101

D

10010

Q

11101

E

10000

R

01010

F

10110

S

10100

G

01011

T

00001

H

00101

U

11100

I

01100

V

01111

J

11010

W

11101

K

11110

X

10111

L

01001

Y

10101

M

00111

Z

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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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A와 B 두 문자가 입력값이고 암호화되는 문자가 출력값인 (A OR B) 진리표
로도 같은 암호를 나타낼 수 있다.

Input

IT-계획하기
1.3.6
a) 로렌츠가 사용한 표를
그대로 가지고, 모듈
러-2 덧셈 방식을 통
해 어떤 메시지를 암호
화해 보세요.
b) 다른 사람에게 그 암호
문을 주고 암호가 풀리

Output

A

B

1

1

0

1

0

1

0

0

0

0

1

1

0

1

1

는지 보세요.

17페이지에 있는 색인 표를 보면 01011은 철자 ‘G’에 해당하는 코드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A+B=G이며, 그러므로 암호화할 때 ‘B’는 ‘G’가 된다.

전치 암호(Transpose cyphers)
전치 암호를 사용하면 메시지의 각 문자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정해진 패턴
에 따라 문자가 재배치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암호를 해독하기가 훨씬 힘들어
질 것이다. 전치 암호 방식의 하나로 목장 울타리 방식(rail fence method)이
있는데, 메시지를 여러 행에 걸쳐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T

E
H

A
E

L
G

H
E

S
A

A
L

D
N

D
E

‘TEALHSADDHEGEALNE’
이 메시지를 해독하려면 키가 2행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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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암호화와 해독 이해하기

여러 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3행을 사용할
수도 있다.

T

A
H

E

H
G

E

E
L

A
A

L

D
N

S

E
D

이 경우엔 메시지가
‘TAHADHEGEALNEELSD’가 된다.
경로 방식(route method)를 사용하면 문자가 표에 배치되는데, 위에서부
터 아래의 순서로 글자가 배치되며 첫 번째 열이 다 차고 난 다음에야 두 번째
열로 이동한다. 예를 들면 ‘THE EAGLE HAS LANDED’는 6행 × 3열 표를 사
용하면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T L A
H E N
E H D
E A E
A S D

IT-계획하기
1.3.7
a) 목장 울타리 방식을 사용

G L A

한 후 다음 경로 방식을
다시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세요.

‘TLAHENEHDEAEASDGLA’가 되는 것이다. 만약 표에 빈칸이 남는다면

b) 다른 사람에게 코드와 키

‘널 값(null)’이나 의미 없는 값을 추가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알파벳 A가 맨

를 넘겨준 다음 메시지가

아래 오른쪽 셀에 추가되었다.

풀리는지 살펴보세요.

이 메시지를 해독할 때는 표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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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1.4

데이터 암호화 및 해독에 스프레드시트 사용하기

▲ 구식 암호 기계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해 암호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

이진 코딩 함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서 이진 코드를 다룰 때 특히 유용한 함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DEC2BIN인데, 십진수(decimal)를 이진수(binary)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두 번째는 BIN2DEC으로,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한다.
이 두 가지 함수는 IT-컴퓨팅하기 1.1.7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별도의 워크시트에 색인 표를 만드는 대신 스프레
드시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색인 표를 내부적으로 저장한다.
유용한 함수로는 CHAR도 있는데, 숫자를 ASCII 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이때 숫자는 0에서 255 사이여야 한다. 7비트 ASCII 코드에서 사용되는 숫자
는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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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암호화 및 해독에 스프레드시트 사용하기

◀ 엑셀에서의 DEC2BIN

◀ 엑셀에서의 BIN2DEC

◀ 엑셀에서의 CHAR

조건문 함수
VLOOKUP은 조건문이다. 색인(lookup) 표가 셀에 입력된 값을 확인한 다
음, 만약 그 값이 다른 셀 또는 일련의 셀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해
진 동작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다음 페이지의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1 셀 A4에 문자를 입력한다.
2 셀의 값을 시트 2의 셀 범위 A1~B26 색인표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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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여기에서 절대 참조가 사용되고 있으며 $ 기호로 표시한다는 점을 알
아 두자. $ 기호가 스프레드시트 셀 참조 부분의 앞에 위치한다면 셀
의 내용이 복사될 때도 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 경우, VLOOKUP
(A4,Sheet2!$A$1:$B26,2) 수식을 시트 다른 곳으로 복사할
때 A4라는 값은 B4, C4등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시트 2에 있는 셀 참조
$A$1:$B$26,2는 변하지 않는다. 즉 셀 참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수식을
복사하거나 붙여 넣을 수 있는 것이다.
3 만약 A4 셀에 입력된 값이 색인 표의 값과 같다면, 조건이 만족되었으며
수식이 포함된 셀에 표 제2열의 값이 표시된다.
4 만약 해당 값이 색인 표에 없다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것이며 수식이 포
함된 셀에 #N/A (Not applicable 또는 ‘적용 불가능’)이 표시된다.

‘if(만약)’ 구문도 조건문이다. ‘만약’ 조건이 만족된다면(즉 참이라면) 특정
한 일련의 동작이 실행되는데, ‘만약’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거짓이라면)
다른 일련의 동작이 실행되는 것이다.
아래의 스프레드시트는 알베르티 암호를 만들려면 어느 디스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코드 해독기가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스크 A와 디스크 B 두
개가 있다. RANDBETWEEN 함수를 사용해 0과 500 사이 임의의 수를 생성한
다. 숫자가 250 이하라면 디스크 A를 사용한다. 숫자가 250보다 크다면 디스
크 B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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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암호화 및 해독에 스프레드시트 사용하기

‘if’ 구문은 형식이
=IF(조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수식, 조건이 거짓일 때 실
행될 수식) 이다.

IT-생각하기
1.4.1

더 넓은 범위의 조건을 다루기 위해 ‘if’ 구문을 중첩할 수도 있

자연어를 사용해 아래 화면의 중첩 ‘if’
구문에 관해 설명하세요.

다. 디스크가 5개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첩 ‘if’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듈러-2 함수
MOD는 숫자를 모듈러 값으로 나눌 때 나오는 나머지 값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MOD(11,3)는 2가 되는데,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
이다. 모듈러 값을 2로 정하면 MOD(X,2) 함수가 ‘0’ 또는 ‘1’ 값을 도출할 것
이다. 2로 나누기할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 값이 이 2개뿐이기 때문이다.

IT-컴퓨팅하기
1.4.2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암호화 및 해
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이 단원에서 배운 암호 중 어
떤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 MOD를 사용해 (A OR B) 진리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는 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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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1.5

데이터 암호화에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하기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암호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 대부분
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앞에서 본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파이선 3 버전을 사용했다.

핵심 용어

문자열과 내장 함수 사용하기
문자열이란 문자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뜻하는데, 여러분은 문자열의 문자

연결(Concatenate): 문자열 두
개를 서로 이어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것.

로 암호문을 만들게 된다. 문자열 두 개를 서로 이으려면 문자열 하나를 다
른 문자열에 연결해야 한다.
plainText1 = input('Enter your name: ')
plainText2 = 'Hello'

plaintext 2와 plaintext 1을 연결하여
출력값 plaintext 3을 만든다.

plainText3 = plainText2 + plainText1
print(shiftCypher(plainText3))

함수 사용하기
핵심 용어

내장 함수는 매우 보편적이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정의된 프로시저
이다. 예를 들면 print(출력) 및 input(입력) 함수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함수(Function): 특정 작업을 수
행하는 부프로그램. 함수가 프로
그래밍 언어에 ‘내장’된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떤 프로시저 또는 코드 블록에도 작성될 수 있다. 프

있다. 프로그래머들이 각자 ‘사용

로그램 작성 도중 다시 사용해야 할 프로시저가 있다면 해당 프로시저를 함수

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

에 넣을 수 있다. 그다음 프로그램에서 필요할 때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매
번 코드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함수로 분해(decompose)하면 프로그램이 더 간단해지고 중복이 적어지며,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함수가 작동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print’ 함수를 사용하려면 무

핵심 용어

엇을 출력할 것인지 프로그램에 알려 주어야 한다. print(cypherText)라
고 하면 ‘cypherText’라는 변수의 현재 값을 출력하라고 프로그램에 알려 주는

매개 변수(parameter): 함수가

것이다. 함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보를 인자 또는 매개 변수(parameter)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보

라고 한다.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가 필요로 하는 인자를 함수에 넘
겨주게 된다.

키워드 ‘def’는 shiftCypher라는
함수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def shiftCypher(plainText):

함수에 주어질 인자이며,
plainText라는 변수이다.

return cypherText
암호문을 만드는 부프로그램이
입력될 공간이다.

암호문을 만드는 코드가 작동하고 나면 함수가
주프로그램에 cypherText라는 값을 되돌려준다.

24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24

2018-01-26 오전 8:10:27

1.5 데이터 암호화에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하기

위 예에서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 plainText는 지역 변수이다. 이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함수가 다시 호출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자를
함수에 전달하며, 함수는 새 값을 사용할 것이다.

핵심 용어
지역 변수(Local variable): 특
정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
며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는

문자열의 길이와 색인

사용할 수 없는 변수. 전역 변수
(Global variable)는 프로그램 안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복호화 과정에
서는 평문의 가장 마지막 문자를 골라 그 문자가 암호문의 첫 글자가 된다.

의 어떤 곳이나 어떤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T H E E A G L E H A S L A N D E D

여기에서는 위치 17에 있는 문자를 선택해 이 문자를 위치 1에 두고, 위치
16에 있는 문자를 골라 위치 2에 두는 식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
자열 길이를 계산해야 한다.

plainText = input('메시지를 입력하세요:')
n = len(plainText)
print(n)

len은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내장 함수이다.

plainText 입력값의 문자 길이와 같은 값이 출력된다.

문자열을 목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자열의 각 문자가 목록 또는 색인에
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문자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The eagle has landed”라고 입력하면 이 문자열은 빈칸을 포함해 20글자짜
리 문자열이 이때 plainText[0]은 ‘T’가 되고, plainText[1]은 ‘h’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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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조건문
다음은 파이선 3 버전의 ‘while’ 구문 예시이다.
while password == correct
# 컴퓨터 접근을 허용한다
print("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습니다.")
# 컴퓨터 접근을 거부한다
print("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조건문이 참일 때는 프로그램이 들여쓰기한 부분의 코드를 실행한다. 만약
조건이 거짓이라면 프로그램에서 다른 동작을 실행한다. 이 코드에서는 비밀
번호가 옳으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옳지 않으면 접근이 거부된다.
조건문의 또 다른 종류로 ‘if else’(만약 …가 아니면)이 있다.
testScore = input('성적을 입력하세요.')
if testScore == 'A':
print('잘했어요. 뛰어난 성적입니다.')
elif testscore == 'B':
print('잘했어요. 좋은 성적입니다.')
elif testscore == 'C':
print('잘했어요. 통과했습니다.')
else:
print('안타깝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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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데이터 암호화에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하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 있는 스파이 동료에게 이메일로 기밀 메시지를 전송해
야 하는 비밀 요원이 되는 것이죠. 도청꾼들이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두 명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나 비밀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IT-컴퓨팅하기
1.5.1

적절한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및 해독하고 메시지의 보안을 지켜 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암호화하고 해독하기 가장 적절한 암호를 선택하고 적당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세요. 왜 그 암호를 골랐는지도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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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도전 과제
한 음반 기획사에서, 사용자들이 4G(LTE)를 사용하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로 음
악을 스트리밍하여 재생하는 독립 음악 상점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도와 음질은 낮추지 않고 파일 크기만 줄이는 압축 기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2.1

파일 크기와 대역폭

파일 크기 계산하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은 1과 0의 연속된 형태의 자료로 저장되어 있
다. 숫자, 문자, 그림, 영상, 소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할 수 있도록 파일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4G(LTE)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스트
리밍하려고 할 때는 크기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IT-생각하기
2.1.1

여러분이 미디어 파일을 접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 여러 유형의
파일을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하세요.
A DVD 영화
B 문자 개수가 10,000개인, 또는 150행인 작은 텍스트 파일
C 블루레이 영화
D 6페이지 길이의 워드(Microsoft Word) 문서
E MP3 파일로 저장된 4분 길이의 노래

인터넷 연결 속도는 초당 전송 비트(bps) 수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6MB
MP3 파일에 비트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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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일 크기와 대역폭

비트(bit)

IT-생각하기
2.1.2
다음 파일에 비트가 몇 개

바이트(byte, 8bit)

있는지 계산하세요.
a) 130KB
b) 8MB		

킬로바이트(KB, 1024byte)

c) 5GB

메가바이트 (MB, 1024KB)

기가바이트 (GB, 1024MB)

테라바이트 (TB, 1024GB)

6MB

= 6 × 1024KB

= 6144KB

6144KB

= 6144 × 1024byte

= 6,291,456byte

6,291,456byte = 6,291,456 × 8bit

= 50,331,648bit

▲ 파일 크기 계산하기

대역폭 계산하기
파일을 4G(LTE) 네트워크로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 전송하는 데 시간이 얼

핵심 용어

마나 걸릴지 알아내려면 대역폭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역폭은 데이터를 다
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의 속도 단위를 말한다. 대체로 초당 전송 비트 수
(bps) 또는 초당 전송 메가비트 수(mbps)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저장 용량
은 바이트로, 전송 속도는 비트로 나타낸다. 파일 크기를 나타내는 대문자 ‘B’
는 바이트를, 소문자 ‘b’는 비트를 나타낸다(1바이트=8비트). 2MB라고 표시
된 파일의 크기는 2메가바이트이며, 2mbps라고 표시된 다운로드 속도는 초

대역폭(Bandwidth): 데이터
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의 속도 단위. 대체로 초당
전송 비트 수(bps: bits per
second) 또는 초당 전송 메
가비트 수(mbps: megabits
per second)로 측정한다.

당 2메가비트(0.25 메가바이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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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모바일 데이터 속도
이동통신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속도의 최대치를 광고하지만, 평
균 속도는 그보다 느릴 때가 많다. 모바일 데이터 속도는 연결이 얼마나 강한
지, 그리고 해당 구역에서 동시에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
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서는 최상의 연결 속도를 내기 위
해 연결 유형을 번갈아 가면서 바꾸기도 한다(예를 들면 LTE와 3G 사이에서).

IT-생각하기
2.1.3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래의 표를 채워 보세요.

연결 유형

최저 대역폭, 최대 대역폭

5G
4G(LTE)
3G(W-CDMA, CDMA 2000)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2.1.4

2.1.5

어떤 지역에서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스트리밍 재생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음악을 많이 스트리밍하면 발생

각 연결 유형을 사용해 6MB

할 수 있는 문제가 속도 외에도 있을까요?

크기의 MP3 파일을 다운로
드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세요.
a) 5G
b) 4G
c) 3G

핵심 용어
파형(Waveform): 소리 파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디지털 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소리의 파형을 통해 소리가 어떻게 ‘생겼
는지’ 살펴보면 소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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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일 크기와 대역폭

◀ 소리를 녹음 및 편집하는 프로
그램이 여러 종류 있다. 오다시
티(Audacity)는 완전히 무료이
고, 윈도, 맥, 리눅스 컴퓨터 시
스템에서 모두 작동하는 좋은
플그램이다. 오다시티 창 맨 위
에 있는 크고 빨간 ‘녹음’ 버튼
을 눌러서 소리를 녹음할 수 있
다. 또는 기존의 소리 파일을 불
러와서 검토할 수도 있다. 왼쪽
창은 오다시티에서 음악 파일
을 연 모습이다.

◀ 오다시티에서는 툴바 오른쪽
에 있는 ‘확대’ 아이콘을 눌러
서 소리 파일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2.1.6

소리 편집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녹음하거나 기존의 소리 파일을 열어
보세요. 소리를 들어 보고 또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면서, 소리의 크기
나 음높이에 따라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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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2.2

핵심 용어

소리 샘플링 및 녹음하기

소리 샘플링하기
소리를 녹음하려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소리를 나눠 샘플(표본)을 얻는다.

샘플링의 빈도수(Sample rate):
초당 녹음된 샘플(표본)의 수. 헤
르츠(hertz, Hz)로 측정한다.

그다음 이 값이 이진수로 저장된다. 샘플링의 빈도수가 더 높으면 샘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정확한 녹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샘플이 녹음된 다음 컴퓨터가 녹음된 샘플을 그래프 위에 배치하고, 각
샘플 사이의 선을 채워서 오다시티 또는 다른 소리 편집 프로그램에서 볼 수

IT-생각하기
2.2.1
http://resources.hoddereducation.co.uk/files/he/computing/16-18/9781471808838/
Compute-IT_Y9_01330/
html5.html에서 곡의 서로 다
른 버전 세 개를 들어 보고
어떤 곡인지 알아 맞혀 보
세요.

있는 모양의 파동을 만들어 낸다. 샘플이 더 많으면(그래프상의 점이 더 많으
면) 훨씬 더 쉽게 선을 채울 수 있다.
컴퓨터는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 소리 신호를 스피커로 전송한다. 같은 소리
라도 샘플이 많은 소리가 샘플이 적은 소리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샘플이 많다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드는 비트 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므로, 파일 크기도 더 커진다.

▲ 0.001초보다 짧은 시간 동안 재생된 파형의 모습.

음악보다는 사람 목소리를 더 낮은 샘플링의 빈도수로 녹음할 수 있다. 음악
에서는 각각 음량과 높이가 다른 여러 악기와 목소리가 교차한다. 반면 사람
의 목소리는 훨씬 더 간단한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
으면서도 녹음 품질을 더 낮출 수 있다.

▲ 클래식 음악의 파형

IT-생각하기
▲ 사람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파형

2.2.2

샘플링의 빈도수가 1kHz라는 것은 1초에 1000개의 샘플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다음을 저장하기 위해 샘플이 몇 개 필요할지 계산해 보세요.
a) 10kHz인 1분 길이의 녹음 파일.
b) 44kHz인 1분 길이의 녹음 파일.

2.2.3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서 스트리밍되는 음악이 같은 기기에 다운로드
되는 음악보다 품질이 낮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동통신사
는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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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리 샘플링 및 녹음하기

대부분의 음악 CD는 44.1kHz 또는 48kHz로 녹음된다. 이런 높은 샘플링
의 빈도수에서는 녹음된 소리가 원본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반 전화
및 휴대 전화, 무전기 대부분은 8kHz 샘플링의 빈도수를 사용한다. 샘플이 6
분의 1만 사용되지만, 사람 목소리를 듣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음질이 나온다.
오다시티 같은 소리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 녹음 샘플링의 빈도수를 바
꾸거나 최종 소리 파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 녹음 파일의 샘플링의
빈도수를 바꾸면 같은 숫자의 샘플을 사용하면서 재생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
게 된다. 따라서 파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 오다시티에서 샘플링의 빈도수
르 조절할 수 있다. 녹음을 시작
하기 전에 조절하는 것이 좋다.

IT-컴퓨팅하기
2.2.4

소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 샘플링의 빈도수로 소리를 녹음
해 보고, 각각의 품질과 파일 크기를 비교하세요.

지금까지는 채널을 하나만 사용하는 소리 파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
의 CD 및 MP3 플레이어에서는 스테레오(stereo)라는 2채널 시스템을 사용하

IT-생각하기
2.2.5
다음 각 상황에서 어떤 샘플
링의 빈도수를 사용하면 좋

는데, 왼쪽과 오른쪽 채널이 따로 있고, 필요한 데이터도 두 배가 된다. 요즘

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

많은 사람들은 집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surround sound system)이 있

가요?

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채널이 2개보다 더 많고 필요한 데이터도 그만큼 더
많다.

a) 음악 레코딩 스튜디오에
서 앨범을 녹음할 때
b)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
는 동료에게 인터뷰 파

IT-생각하기
2.2.6

일을 전송해야 할 때
c) 친구에게 이메일로 전송

a) 다음 표를 완성하면서 각 오디오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모노

하기 위해 콘서트에서
노래를 녹음할 때

채널 수

1분 길이 녹음파일의 크기

1

720kB

스테레오
5.1 서라운드 사운드
7.1 서라운드 사운드
b)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현대 기술이 개발되면서 영화나
TV 박스셋에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하기가 쉬워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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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2.3

소리 파일 압축하기

손실 압축
소리 파일의 각 샘플은 숫자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보통은 16bit 혹은
32bit(2바이트 혹은 4바이트)를 사용한다. 샘플링의 빈도수 96,000kHz에서
16bit가 사용될 경우에는 음악 1초에 192,000byte가 필요하다. 이때 1분 길
이의 노래는 파일 크기가 11MB 정도 될 것이다. 만약 노래가 스테레오로 녹
음되어 있어서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이 모두 필요하다면 파일 사이즈가 2

핵심 용어

배가 된다(22MB). WAV 파일은 이런 형태의 비압축 사운드 파일을 저장한다.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크기가 너무 크다. 만약 이 크기의 파일을 CD에

비압축(Uncompressed): 파일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

저장한다면 앨범 하나가 아무리 길어도 32분을 넘지 못한다.
소리 파일이 작아지면 더 빨리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CD나 모바일 디지

지 않고 저장한 디지털 파일.
손실 압축(Lossy compression):

털 기기에 넣을 수 있는 노래도 더 많아진다. 소리 파일을 압축하는 제일 보

파일 내용의 품질을 낮추는 방식

편적인 방법은 MP3 파일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MP3는 파일 크기를 줄

으로 파일 크기를 줄이는 압축

일 때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

방법.

IT-생각하기
여

2.3.1

책에서 4~5문장이 넘는 길이의 문단을 골라서 같은 내용을 최대
140자인 트윗으로 압축해 보세요. 어떻게 압축했나요? 여전히 의미
가 명확한가요?

핵심 용어

MP3 인코더(Encoder)에서는 여러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서 파일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리의 일부분(특히 거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인코더(Encoder): 디지털 전자
회로에서 어떤 부호 계열의 신호
를 다른 부호 계열의 신호로 바꾸
는 변환기.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코더는 단순히 샘플링의 빈도수를 바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저장
에 필요한 초당 전송 비트 수(bps)를 통해 압축된 양을 표시한다. 자주 사용되
는 비트율(bitrate)로는 128kbps, 160kbps, 192kbps, 320kbps가 있다.
MP3 파일을 더 압축할수록 파일 사이즈는 더 작아지고 음질은 더 낮아진다.
CD 트랙과 음질이 같은 MP3 파일이라면 320kbps로 인코딩되어야 하는데,
이 곡이 4분 길이라면 파일 크기가 9MB가 된다. 128kbps로 인코딩된 같은 곡
은 크기가 4MB보다 작겠지만 음질이 조금(그러나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떨
어진다. 음질 때문에 음악 파일이 128kbps보다 낮게 압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하지만 오디오북 등의 음성 파일에는 64kbps MP3도 자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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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리 파일 압축하기

Example 320kbps.mp3 6.6 MB
MP3

Modified:17 January 2017 12:03

▲ 고음질 MP3 파일로 저장되었다. 고음질 MP3의 파일 크기는
WAV 파일보다는 훨씬 작다.

Example 32kbps.mp3 664 KB
파일명
종류
크기
생성일
수정일
최근 사용일
실행 시간
샘플링의 빈도수
샘플당 비트

example.wav
Waveform audio
23.2MB
오늘 11:31
오늘 11:31
오늘 11:31
01:00
96,000
16

MP3

Modified:17 January 2017 09:17

▲ 비트율이 매우 낮은 MP3 파일. 크기가 매우 작지만, 음질이 별로
좋지 않다.

▲ 1분 길이의 비압축 WAV 파일

IT-컴퓨팅하기
2.3.2

소리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WAV 파일을 다양한 비트율의 MP3로 변환하세요. 음질에 차이가 있는지 들
어봅시다.

▲ 오다시티에서 변환하려면 ‘파일’을 누른 다음 ‘기타 저장’을 클릭한다.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MP3로 내
보내기’를 고른다. 그다음 ‘저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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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무손실 압축
핵심 용어

무손실 압축은 음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소리 파일의 크기를 줄여 준다.

무손실 압축(Lossless compre-

ZIP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무손실 압축의 가장 흔한 형태이

ssion): 파일 내용의 품질을 낮추

다. 소리 파일에는 이 방법이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파일 한 개 또는 여러 개

지 않으면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압축 방법.

의 크기를 줄일 때 유용하다. ZIP 파일은 ‘.zip’ 확장자로 끝나며 원래의 파일
보다 크기가 작다. ZIP 파일로 압축했을 때 크기가 더 많이 줄어드는 파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품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무손실 압축의 단점은 손실
압축에 비해 파일 크기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IT-컴퓨팅하기
2.3.3
ZIP 파일을 만들어서 소리
파일을 무손실 압축하세요.
그리고 손실 압축 및 무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해서 압축
한 파일의 크기와 음질을 서
로 비교해 보세요. 물론 무손
실 방식으로 압축한 파일을
들어 보려면 ZIP 파일을 압
축 해제해야 합니다.

▲ 윈도 7에서 ZIP 파일을 만들려면 파일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보내기’ - ‘압축
(ZIP) 폴더’를 선택한다.
맥 OSX에서 ZIP 파일을 만들려면 파일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파일 이름’으로
압축’을 선택한다.

IT-생각하기
2.3.4

WAV 파일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MP3보다는 큰 FLAC 형식으로 무손
실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MP3보다 FLAC 파일
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MP3 파일이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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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리 파일 압축하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아직 기억하나요? 한 음반 기획사에서, 사용자들이
4G(LTE)를 통해 모바일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스트리밍햐여 재생하는 독
립 음악 상점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도와 음질은 낮추지 않고
파일 크기만 줄이는 압축 기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적절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IT-컴퓨팅하기
2.3.5

스트리밍용 음악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음악 회사에
설명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대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일반적인 다운로드 속도
WAV 및 MP3 파일의 일반적인 파일 크기
샘플링의 빈도수 선택이 파일 크기와 음질에 미치는
영향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그리고 각각의 단점은 무엇일지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둔 소리 파일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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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도전 과제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의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 13번은 정확한 주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힌트는 있지만요.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힌트를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정보를 얻어 가며
이 곡이 누구에 대해 쓰인 것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IT-생각하기

3.1

데이터베이스란?

3.1.1
여러분에 관한 정보 중 어떤
정보가 외부에 저장되어 있

데이터가 정보가 될 때는 언제인가?

습니까? 어디에 저장되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만약 다음과 같은

있나요? 왜 거기에 저장돼
있죠?

데이터가 있다면:
Portland Rd, Bessie, 6
다음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핵심 용어
데이터베이스(Database): 체

Portland Rd는 경주마 이름이며, Bessie는 훈련사 이름이고, 이 경주마는
6세이다.

계적으로 모은 데이터 모임.

또는, Portland Rd는 밴드 이름이며, 밴드의 앨범 제목이 Bessie이고, 가

필드(Field): 데이터의 속성 한 개.

격은 6파운드이다.

레코드(Record): 여러 관련 필

또는, Portland Rd라는 곳에서 6시에 Bessie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다.

드의 모임.
테이블(Table): 행과 열로 정렬
된 데이터 요소의 집합. 테이블
에서 행(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열(列)은 무한정으로 만
들 수 있다.
키 필드(Key field): 키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레코드를 따
로따로 구별한다. 단일 키 필드일
때는 기본 키(primary key)라고
하며, 여러 필드가 사용될 때는 복
합 키(composite key)라고 한다.

개별적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뒤에야 데이터를 저장 및 정
리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나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를 얻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의 한 속성을 필드(Field)라고 한다. 여러 필드의
집합이 특정 개체(entity), 특정인 또는 특정 항목과 관련이 있을 때는 묶어서 레
코드(Record)라 지칭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생각해 보
면, 필드가 열, 레코드가 행에 해당한다. 레코드에 있는 필드 중 하나가 레코드를
따로따로 구별할 때 주요 키 또는 키 필드(Key fiel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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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베이스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는 학생 번호(학번)가 있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확실히 처리하고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번호이다.

IT-생각하기
3.1.2

여러분의 학교 정보 시스템이나 지역 도서관, 스포츠 클럽 회원 데이터베
이스 등,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필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중 키 필드는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엘가는 어떤 사람?

▲ 에드워드 엘가(1857~1934)
에드워드 엘가는 영국 잉글랜드 작곡가였으며, 그의 작품은 지금도 음악
회에서 자주 연주된다. 엘가는 위풍당당 행진곡(Pomp and Circumstances
Marches)을 작곡했다. 그중 희망과 영광의 땅(Land of Hope and Glory)은
런던 앨버트 홀에서 매년 열리는 대국민 음악회 ‘Proms’ 마지막 날 밤에 항상
불리는, 영국 제2의 국가로 여겨질 정도로 사랑받는 노래이다. 그리고 엘가가
쓴 다른 유명 작품으로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이 있다. 이 변주
곡의 각 변주는 하나하나가 엘가의 친구들을 주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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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단 한 변주를 제외하고, 모든 변주의 주인공이 알려져 있다.
1번 변주: C.A.E.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Caroline Alice Elgar), 엘가의 부인)
2번 변주: H.D.S.-P. (휴 스튜어트 파월(Hew Steuart-Powell), 엘가 곡의 반주를
자주 맡았던 피아니스트 친구)
3번 변주: R.B.T. (리처드 타운센드(Richard Townshend), 아마추어 배우)
4번 변주: W.M.B. (윌리엄 미스 베이커(William Meath Baker), 성격이 화통하고 친
절했던 시골 사람)
5번 변주: R.P.A. (리처드 아놀드(Richard Arnold), 시인의 아들이자 재능 있는 아마
추어 피아니스트)
6번 변주: Ysobel (이사벨 피튼(Miss Ysobel Fitton), 엘가에게 비올라를 배운 학생)
7번 변주: Troyte (아서 트로이트 그리피스(Arthur Troyte Griffiths), 피아노
가 서툴렀음.)
8번 변주: W.N. (위니프레드 노버리(Winifred Norbury))
9번 변주: Nimrod (오거스터스 제거(Augustus Jaegar), 예리한 사냥꾼이자 엘가의
가장 친한 친구. 이 변주가 가장 유명하다.)
10번 변주: Dorabella (도라 페니(Miss Dora Penny), 말을 할 때 약간 더듬었다.)
11번 변주: G.R.S. (조지 싱클레어(George Sinclair), 히어포드 대성당의 오르
간 주자)

1

12번 변주: B.G.N. (배실 네빈슨(Basil Nevinson), 저명한 첼리스트)

:
첫 번째 힌트 야 하는 사람은
아
여러분이 찾
.
여성입니다

13번 변주: *** (멘델스존의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Calm Sea and Prosperous
Voyage)의 클라리넷 연주가 인용되어 있다.)
14번 변주: E.D.U. (에두(Edu)는 엘가의 별명이었다. 즉 자기 자신을 그린 변주
이다.)

수사의 시작…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엘가의 지인(친구나 가족)들 16명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있
다. 엘가는 이 중 누군가에게 13번 변주를 헌정했을 것이다.

IT-계획하기
3.1.3

여러분은 엘가의 지인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
들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의 첫 단계는 가진 정

a)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읽고 각 인물의 주요 특징
을 파악해 메모하세요.

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가 포함

b) 여러분의 메모에서 엘가의 지인들 모두에게 있

되어야 하는지 또는 포함되면 안 되는지 결정하는 일입니

는 공통적인 정보(사람 이름 등)를 골라내 보세

다.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일종의 컴퓨팅 사고이

요. 그다음 지인들 중 일부에게만 있는 정보를

기도 합니다.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선택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

할 때, 분석과 추상화 과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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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베이스란?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Caroline Alice Elgar)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Roberts)는 1848년
10월 9일 인도 구자라트 주 부즈(Bhooj)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국군에서 일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녀는 가운
데 이름인 앨리스로 보통 알려져 있었다. 앨리
스는 작가였고 시와 소설을 썼다. 악기도 여럿
연주했는데, 엘가가 그녀의 음악 선생이었다. 그
들은 사랑에 빠졌고 1889년 결혼했다. 1890년
딸 캐리스 아이린(Carice Irene)이 태어났다. 앨
리스는 인도와 영국 사이를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이다.

헬렌 위버(Helen Weaver)
엘가는 20대 초반 헬렌 위버라는 음악가와 사랑에 빠졌다. 헬렌은
1861년 12월 15일 즈음 태어났으며 엘가보다 4살 어렸다. 그녀
의 아버지는 신발 상인이었고, 가족들이 엘가와 가까운 곳에 살았
다. 엘가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음악을 공
부하러 갔을 때 3주간의 휴가를 내어 따라갔다. 헬렌과 엘가는 모
두 배를 타고 독일로 갔을 것이다. 1883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엘
가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도 동의했지만, 1년 반이 지나지 않
아 약혼이 깨졌다. 그 이유로는 추측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그녀가 건강이 좋지 않았
기 때문이라거나(폐렴을 앓았다), 또는 헬렌 어머니의 사망, 그리
고 엘가의 고집 센 성격 같은 것이 이유로 언급되기도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엘가는 이 일로 심한
슬픔에 빠졌고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헬렌은 배를
타고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으며, 엘가는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건강이 더 좋아졌고, 은
행 지점장과 결혼했으며 아이가 두 명 있었다. 헬렌은 1927년 66
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41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41

2018-01-26 오전 8:10:57

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레이디 메리 리건(Lady Mary Lygon)
레이디 메리 리건은 영국 귀족이었다. 1869년 2월 26일에 태어났으
며, 뷰챔프(Beauchamp) 경 부부의 다섯 아이 중 첫째로 태어났다.
레이디 메리는 남동생 윌리엄(William)과 특히 친했는데 윌리엄은 부
친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되었다. 레이디 메리는 엘가의 가까운 친
구였으며 엘가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엘가를
알렸다. 1899년, 수수께끼 변주곡이 완성되었을 때 엘가가 레이디
메리 리건에게 편지를 보내 13번 변주에 그녀의 이름을 사용해도 될
지 허락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녀와 동생이 호주로
항해하던 중이었기 때문에(윌리엄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독으
로 임명되었다) 그녀가 답장을 보내지 못했고, 엘가가 그래서 대신
***라고 썼다는 이야기였다. 1905년, 레이디 메리는 헨리 헵번-스튜
어트-포브스-트레퓨시스 중령과 결혼하여 레이디 트레퓨시스가 되
었다. 1927년 9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비어트리스 해리슨(Beatrice Harrison)
비어트리스 해리슨은 영국 첼리스트로, 인도 루르키(Roorkee)에서
1892년 12월 9일에 태어났고 1965년 사망했다. 그녀는 매우 존경
받았고, 딜리어스(Delius)나 엘가 같은 작곡가가 작품을 쓰면 그녀가
첫 연주자가 될 때가 많았다. 해리슨의 가족은 비어트리스가 어릴 때
영국으로 다시 이주했고, 그녀는 런던 왕립음악학교에서, 그 뒤 베를
린의 음악학교에서 공부했다. 1910년 젊고 뛰어난 음악가들에게 부
여하는 장학금인 멘델스존상을 받았고, 베를린의 베크슈타인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엘가와 헨리 우드(잉글랜드 출신 지휘자)는 비
어트리스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헤리슨은 1921년 런던 외곽 히어포
드의 스리 콰이어스 페스티벌(Three Choirs Festival)에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처음으로 야외 연주했다. 그녀는 이 협주곡을
HMV에서 축음기용으로 처음 ‘공식’ 녹음했을 때 처음 선정된 독주자
이기도 했다. 엘가가 해당 녹음 연주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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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리드(Billy Reed)
윌리엄 헨리 ‘빌리’ 리드는 에드워드 엘가의 오랜 친한 친구였
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며, 교사,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다.
엘가의 자서전을 쓰기도 했다. 서머싯(Somerset) 프롬(Frome)
에서 1876년 7월 29일 태어난 그는 영국 국세청 직원의 아들
이었다. 20세기 초반, 엘가와 빌리 리드는 여러 번 알 기회가 있
었으나 1910년이 되어서야 친구 사이가 되었다. 엘가가 바이올
린 협주곡을 쓰고 있을 때 빌리가 자주 도움을 주었다. 빌리 리드
는 1912년부터 35년까지 23년간 런던 교향악단의 악장을 맡았
다. 엘가의 부인이 1920년 세상을 떠났을 때 리틀 멜버른(Little
Malvern)에 위치한 성 울스탄 교회(St. Wulstan’s Church)에서
사중주단이 엘가의 현악사중주에서 한 악장을 연주했는데, 빌리
리드도 이 사중주단 중의 한 명이었다. 1939년 그는 케임리지 대
학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2년 7월 2일, 65세의 나이
로 스코틀랜드 덤프리스(Dumfries)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프레더릭 딜리어스(Frederick Delius)
프레더릭 시어도어 알베르트(Theodore Albert) 딜리어스는 영국
잉글랜드 작곡가였다. 그는 1862년 1월 29일 브래드포드(Bradford)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딜리어스는 어릴 때부
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다. 프레더릭은 가문의 사업을 물려
받기 위해 1884년 미국으로 보내져 오렌지 플랜테이션 사업을 경
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신 음악을 작곡하
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흑인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영국으로 돌아
온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라이프치히에 있는 음악학교로 가게 되었
다. 그는 그곳에서 파리로 가서 10년 가까이 살았다. 그는 1차 대전
(1914~18)이 끝날 무렵 마을의 로미오와 줄리엣(A Village Romeo and Juliet)을 작곡했는데,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그
는 첼리스트 비어트리스 해리슨의 연주를 위해서 첼로와 오케스트
라가 연주하는 광시곡과 애가(Caprice and Elegy)를 썼다. 딜리어
스가 죽기 1년 전 라이프치히에서 엘가를 만났는데, 딜리어스가 엘
가의 작품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 딜리어스는 1903년 독일 화가와 결혼했다. 프
랑스 그레(Grez)의 자택에서 1934년 6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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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스 엘가(Carice Elgar)
엘가의 딸인 캐리스 아이린(Irene) 엘가는 1890년 8월 14일 출생했
다. 에드워드와 앨리스 엘가 사이에는 다른 아이가 없었다. 이름 ‘캐리
스’는 어머니의 이름인 캐롤라인 그리고 앨리스를 합친 것이다. 캐리
스는 외동이었지만 항상 많은 친구와 어울려 놀았다. 자라면서 피터
(Peter)라는 이름의 하얀 토끼를 키웠고 굉장히 좋아했다. 1차 세계
대전이 시작할 무렵 캐리스는 응급 치료법을 배웠고 1915년부터 정
부 검열국의 번역가로 일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캐리스는
아버지의 지원에 전념했고, 1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서
리(Surrey) 출신의 농부 새뮤얼 블레이크(Samuel Blake)와 약혼했
다. 둘은 1922년 1월 결혼했고, 캐리스는 캐리스 엘가 블레이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1934년 아버지가 세
상을 떠난 후 엘가 출생지 기금(Elgar Birthplace Trust)를 건립하는
데 힘을 모았다. 새뮤얼 블레이크는 1939년 세상을 떠났고, 캐리스는
1970년 7월 16일 브리스틀(Bristol)에서 사망했다.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
러디어드 키플링은 인도 뭄바이에서 1865년 12월 30일에 출생했
다. 화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뭄바이 미술학교에서 일했다. 여섯 살
의 나이에 키플링은 잉글랜드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고 수양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는 외로웠고, 집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키
플링은 책과 이야기를 읽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고, 친구가 거의 없
는 대신 독서에 열중했다. 1882년 인도로 돌아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울컷 발레스티어(Wolcott Balestier)와 친한
친구가 되었고 울컷의 여동생 캐리(Carrie)와 1892년 결혼했다. 키
플링과 캐리는 미국 버몬트(Vermont)에서 캐리의 가족이 사는 곳
가까이 살았고 아이가 세 명 있었다. 이때 키플링은 정글 북(1894)
을 썼고, 32세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원고료를 많이 받는 작가로
등극했다. 1차 세계 대전 중인 1916년, 키플링은 바다에 대한 시
선집을 썼다. 엘가가 이 책에서 네 편의 시에 맞추어 음악을 작곡했
는데, 키플링의 아들이 바다에서 조난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주되지 않았다. 키플링은 1936년 1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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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그래프턴(Pollie Grafton)
수잔나 메리(Susannah Mary)는 ‘폴리’란 별명으로 알려진 사람이며, 1854년 12월 28일에 태어났다. 엘가의 누나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1879년 4월 23일 윌리엄 그래프턴(William Grafton)과 결혼했다. 에드워드 엘가는 1879년
우스터(Worcester)의 Loretta Villa, 35 Chestnut Walk에 있는 폴리와 윌리엄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과 함께 사
는 동안 엘가의 작곡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는 매 주말 새로운 곡이나 편곡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에드워드
엘가가 앨리스와 결혼했을 때 다른 친척 중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없었고 폴리와 윌리엄이 결혼 증인이 되어 주었
다. 엘가는 폴리를 ‘부리(Beak)’라고 불렀지만, 폴리는 엘가가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몰랐다. 1925년 세상을 떠났다.

앨리스 스튜어트-워틀리(Alice Stuart-Wortley)
앨리스 스튜어트-워틀리는 1862년 태어났다. 그는 알프
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등의 작품에 삽화를 그
렸던 저명 화가 존 밀레이(John Millais)의 딸이었다. 가
족들은 앨리스를 ‘캐리(Carrie)’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1886년 1월 6일, 앨리스는 찰스(Charles) 스튜어트-워
틀리와 결혼했다. 그는 남작이자 국회의원이었고, 앨리스
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음악을 좋아
했고 집에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다 두고 그리그(Grieg)
의 협주곡을 연주했다. 앨리스와 찰스에게는 클레어 유페
미아(Clare Euphemia)라는 1889년생 딸이 한 명 있었
다. 1902년에 그들은 엘가 가족을 만났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엘가가 앨리스에게 반했고, 앨리스가 엘가의 음
악 여러 곡의 영감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엘가가 앨리
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 그가 가졌던 애정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엘가는 그녀를 ‘바람꽃(Windflower)’이라 불렀
는데, 그의 부인도 이름이 앨리스여서 헷갈린다는 이유에
서였다. ‘바람꽃’이 엘가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 있지 않은
데 아마 클레어 유페미아가 없앴을 것이다. 1936년에 세
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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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버트 부인(Dame Clara Butt)
클라라 엘렌 버트 부인(Dame Clara Ellen Butt), 줄여서 DBE는 1872
년 2월 1일 태어난 영국 가수였다. 1880년 그녀의 가족은 서식스
(Sussex)에서 브리스톨(Bristol)로 이주했고, 클라라는 여기서 사우스
브리스톨 고등학교에 다녔다. 학교 교사들은 클라라에게 타고난 가수
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1890
년, 그녀는 영국 왕립음악대학의 장학금을 얻어 가창을 공부하게 된다.
파리, 베를린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공부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공연
한 것은 1892년 12월 로열 앨버트 홀에서였는데, 이때 그녀는 아직 대
학생이었다. 1900년 6월 26일, 클라라는 바리톤 가수 케널리 럼포드
(Kennerley Rumford)와 결혼했고, 그들은 결혼 후 여러 음악회에서
함께 노래했다. 부부에게는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이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 에드워드 7세, 조지 5세 등이 클라라의 공연을 자주 요청했고, 그
녀는 ‘희망과 영광의 땅’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반한 엘가는 그녀를 솔로 가수로
염두에 둔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다. 1차 세계 대전 기간에 클라 라는 여러 자선 기관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에 따라 귀
족 칭호를 받았다. 1936년 1월 23일 63세의 나이로, 옥스포드셔 노스 스토크(North Stoke)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년 8월 6일에 태어난 알프레드 테니슨은 가장 저명한 영국 시인
중 한 명이다. 1850년 영국 계관시인 칭호를 받았으며, 1892년 83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관시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은 17세에 출간되었다. 1827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
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 진학했는데 여기서 케임브리지 사도회
(Cambridge Apostles)라는 비밀 서클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부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공부를 마칠 수 없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 식구
들을 돕게 되었다. 테니슨은 시의 주제로 중세의 전설, 고전 신화, 국
내 상황, 자연에서 관찰한 것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다. 테니슨의 대
표작으로는 아서왕의 삶에 대한 서사시 왕의 목가(Idylls of the King),
거울에 비친 바깥세상만을 볼 수 있는 여성을 노래하는 샬롯의 아가
씨(The Lady of Shalott) 등이 있다. 엘가는 테니슨의 시 연꽃 열매
먹는 사람들(The Lotos-Eaters)에 곡을 붙였다. 테니슨은 거의 여행
을 하지 않았지만, 와이트 섬(Isle of Wight)에 별장이 있었다. 지금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시인의 공간(Poets’
Corner)’에 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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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 5월 24일 태어났으며 알
렉산드리나(Alexandrina)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빅
토리아는 가운데 이름이었는데, 1837년 18세의 나
이로 왕위를 계승한 후 빅토리아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영국 군주로,
190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63년 이상 왕위에 있었
다. 그녀를 기리는 시와 음악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
고, 에드워드 엘가는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행사
를 축하하는 곡을 쓴 뒤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곡은
황제 행진곡(Imperial March)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엘가는 그 외에도 그녀의 통치를 기념하는 음악을 여
러 곡 썼다. 빅토리아 여왕은 독일 왕족이었던 친척
앨버트 공(Prince Albert)과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아홉 명의 아이가 있었으며, 앨버트 공이 세상을 떠
났을 때 크게 괴로워하고 몇 년간 슬픔에 빠져 보냈
다. 빅토리아 여왕은 1887년 6월 20년 50명의 왕과
왕족들을 초대한 가운데 자신의 즉위 50년을 기념하
는 연회를 열었다. 그녀는 흰옷과 면사포를 입은 채
매장되었으며, 그녀의 관이 앨버트 공의 관 옆에 놓
이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루시 앤 엘가(Lucy Ann Elgar)
루시 앤 엘가는 1852년 5월 29일 우스터에서 태어났다. 루(Loo)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렸고, 에드워드 엘가의 누나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태어난 날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녀가 에드워드와
매우 친했다는 것 외에 루시 본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다. 에드워드는 결혼하기 전 잠깐 루시와 그녀의 남
편 찰스 파이프(Charles Pipe)와 함께 살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루시는 우스터에서 평생 살았으며, 가끔 잉
글랜드의 브로드히스(Broadheath) 농장에서 여름을 보낸 것 외에는 별로 여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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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앤 엘가(Ann Elgar)
엘가의 어머니 앤은 1822년 앤 그리닝(Ann Greening)이라는 이름
으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헤리퍼드셔(Herefordshire)의 시골
마을 웨스턴-언더-페냐드(Weston-under-Penyard)에 사는 농부
였고, 앤은 시골 생활에 강한 애정을 갖고 자라나게 된다. 그녀는 학
교를 계속 다니지는 않았지만 여가에 시를 쓰곤 했다. 1848년, 26세
의 나이로 윌리엄 헨리 엘가(William Henry Elgar)와 결혼했다. 그들
에게 여덟 아이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에드워드 엘가였다. 앤은 윌
리엄이 우스터 시내에서 운영하는 음악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며 상점
일을 도왔다. 그들은 시골에서 잠시 살았으나, 다시 우스터로 돌아왔
다. 앤은 1902년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서 설리번 경(Sir Arthur Sullivan)
아서 시모어(Seymour) 설리번은 1800년대 후반 영국의 가장 촉망받
는 작곡가 중 한 명이었다. 1842년 5월 13일에 태어난 그는 길버트설리번(Gilbert and Sullivan)이라는 작곡 팀의 일원으로서 가장 유명
하다. 그의 대표작은 펜잔스의 해적(The Pirates of Penzance)이지
만, 다른 작품도 다수 있다. 그는 잉글랜드에 있는 왕립음악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그다음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했다. 빈에 잠시 머
물거나 파리 및 프랑스 남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자주 여행했고, 친
척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잠시 거주했다. 평생 독신이었
다. 음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기사 작위
를 수여했다. 그는 젊은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
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엘가가 그를 잃은 슬픔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다. 설리번이 코믹 오페라 대신 더 진지한 음악을 많이 썼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엘가는 설리번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작곡가로
서의 일 외에 음악 교육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설리번은 1900년 런던에서 몇 년 간의 신장병 및 심장 발작으로 사망
했다.

48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48

2018-01-26 오전 8:11:02

3.1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앞서 소개된 엘가의 지인들의 글에는 모두 이름과 태어난 해가 표시되어 있
다. 따라서 이런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로 지정할 수 있다. 입력한 이름과
태어난 해가 예를 들어 클라라 버트에 해당할 경우, 클라라의 레코드를 작성하
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넣을 필드를 고르는 일은 여러분이 모델링하는 대
상(여기서는 사람들)에 대해 윤곽을 스케치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즉 필드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통해 윤곽을 채워 전체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해당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
보만 기재하면 된다. 만약 주어진 문제가 달랐다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다
른 필드를 선택했을 것이고, 같은 인물이라도 다르게 표현하여 다른 그림을
만들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원자료를 사용해서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부를 만들 수
도 있다. 더 작은 필드 집합을 사용하고, 각 인물과 엘가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
는 포함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더라도 이
들을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IT-컴퓨팅하기
3.1.4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IT-계획하기 3.1.3에서 수집한 사실관계를 내
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세로열 맨 위에 각 필드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한 레코드(행)씩 쓰세요.
성

이름

태어난 해

성별

직업

엘가와의 관계

해외 거주 경험
(예/아니요)

거주지

IT-생각하기
3.1.5

여러분이 IT-컴퓨팅하기 3.1.4에서 만든 데이터 중, 키 필드로 사용될 수 있는 필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
존 필드 말고 다른 필드를 새로 추가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 필드
가 필요하다면 필드명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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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3.2

핵심 용어

불 연산식 이용하기

불 연산자와 연산식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려면 불 연산식을 구성할 줄 알아야 한

불 연산식(Boolean expression):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
과를 도출하는 논리적인 연산식.
불 연산자(Boolean operator): AND, OR, NOT과 같은 연
산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다. 불 연산식은 불 연산자를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얻은 검색 결과는 사용되는 불 연산자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달라진다.
‘x AND y’

돌아오는 결과를 관리한다.

‘x OR y’

x와 y가 모두 참일 때만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값을 돌려준다’

x와 y 중 하나가, 또는 x와 y 둘 다 참일 때

‘NOT x’

x가 거짓일 때

x와 y가 참이라면 ‘이름 = Susan AND 나이 = 50’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50세 나이의 Susan이라는 값만 돌려주고 다른 값은 돌려주지 않는다.
모든 학교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자. 아마도 다
음과 같은 필드가 있을 것이다.
성
이름
담임 교사
과목
상점
예를 들어 1학년 A반 학급을 1A라고 표현한다면 선생님과 교직원들은 다음
불 연산식을 이용하여 1A반 학생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학급 = 1A

아니면 사회 수업을 듣는 2학년 학생 전체를 검색하면,
학년 = 2 AND 과목 = 사회

불 연산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수업을 듣는 3학년 학
생 중 상점이 10점 이상인 학생을 찾으려면 다음 식을 사용해야 한다.
학년 = 3 AND 과목 = 과학 AND 상점 > 10

1학년 C반 학급을 1C라고 할 때 학생들 전체에 더해서 상점을 25점 이상 받
은 학생들도 같이 찾고 싶다면 다음의 불 연산식을 이용하면 된다.
학급 = 1C OR 상점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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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 연산식 이용하기

또는 3학년 B반 학급을 3B라고 할 때 3B만 뺀 나머지 3학년 학생 전부, 거기
에 더해 상점을 5점 미만으로 받은 학생들 전부를 고르고 싶다면, 다음의 불 연
산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학년 = 3 AND 학급 = NOT 3B AND 상점 < 5

IT-생각하기
3.2.1

다음 내용을 나타내 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본 뒤 불 연산식을 쓰세요.
a) 사회 수업을 듣지 않는 2학년 학생 전체
b) 상점이 5점이 넘고 역사 과목을 듣는 3학년 학생 전체
c) 미술 수업은 듣지 않지만, 기술 과목은 듣는 2학년 학생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려면 불 연산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불 연산식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짜야

핵심 용어

한다.
질의문 작성에는 SQL과 같은 질의어를 사용한다. SQL에는 데이터베이스
가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키워드가 있다. SELECT, FROM, WHERE, AND,
NOT, OR, LIKE, BETWEEN 같은 단어 등이다. 예를 들면,

SELECT * FROM StudentInfo

데이터베이스 질의문(Database
query):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되는 코드.

‘StudentInfo’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질의문이다.

WHERE 성별 = '남'
성별이 남자인 학생들의 필드만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SELECT 성, 이름 FROM StudentInfo

‘StudentInfo’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성’과 ‘이름’ 필드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WHERE 성별 = '여' AND 상점 > 10
성별이 여자이고 상점이 10점 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필드만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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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약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헷갈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이 ‘존
슨(Johnson)’ 비슷한 학생을 찾고 있지만 정확한 철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
우(발음은 같아도 ‘Johnson’, ‘Jonson’, ‘Johnstone’ 같은 다양한 표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의 SQL 명령어를 사용하면 성이 비슷한 학생들을 함께 골라낼
수 있다.
성 LIKE J%s%on%

데이터베이스에서는 ‘J’로 시작하면서 ‘s’와 ‘on’도 포함하는 성을 찾아서 여
러분에게 목록을 내놓을 것이다.
LIKE는 데이터 위치를 찾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SQL 명령어이다.
예를 들면,
LIKE %S : S로 끝나는 것을 모두 찾는다.
LIKE %S% : 단어 중간에 S가 있는 것을 모두 찾는다.
LIKE S% : S로 시작하는 것을 모두 찾는다.

IT-컴퓨팅하기
3.2.2

다음의 SQL 질의문을 보세요. 그다음 41~48쪽에 있는 엘가의
친구와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읽으세요. 다음 질의문 중 두 개를
골라서 각각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지 써 보세요.
a)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남'
b)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해외 거주 경험 = '예'
c)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직업 = '음악가'
d)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남'

2
두번째 힌트 :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사람은
해외 거주 경험이
있습니다.

AND 거주지 LIKE '%라이프치히%'
e)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해외 거주 경험 = '예'
AND 거주지 NOT 인도
f)

SELECT 이름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남'
OR 성별 = '여'
AND 태어난 해 BETWEEN 1840 AND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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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 연산식 이용하기

IT-컴퓨팅하기
3.2.3

여러분이 IT-컴퓨팅하기 3.1.4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 또는 SQL을 사용해 질의문을
만들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사용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도움말’ 기능을 찾아 사
용해 보세요.
a) 남자를 모두 찾으세요.
b) 남성 작가를 모두 찾으세요.
c) 여자를 모두 찾으세요.
d)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여자를 모두 찾으세요.
e) 빌리 리드의 직업은?
f) 가게 점원이었던 사람은 엘가와 무슨 관계였나요?
g) 이름에 ‘ed’ 철자가 포함된 사람을 모두 나열하세요.
h) 엘가의 친구 중 1860년대 태어난 사람으로는 누가 있나요?
i) 엘가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가족, 친척)을 모두 찾으세요.
j) 엘가의 동료 중 가수나 작가가 아니었던 사람을 모두 찾으세요.
답을 정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k) 엘가의 누나 중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두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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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3.3
핵심 용어
중복 데이터(Redundant data):
이중, 삼중의 데이터. 데이터베이
스에서 데이터가 여러 번 저장된

수수께끼 변주곡 13번 변주의 주제 찾기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쓸모 있는 것일까?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큼만 쓸모가 있다. 데이터베이
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것을 뜻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일
치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부정확한 데이터: 데이터에 오타가 있거나 그냥 단순히 틀린 데이터(예
전 주소 등).
중복 데이터: 이중, 삼중의 데이터.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저장되어 공
간을 낭비하고 실수가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만약 의사가 환
자 가족의 이름과 주소 각각을 따로 저장하는 경우 가족이 이사했을 때
가족 중 누군가의 주소를 깜박 잊고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확하거나 중복된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
터베이스를 질의할 때 올바른 레코드를 추출하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심
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범죄 기록이나 의료 기록 같은 경우
가 그렇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작으면 검색 속도도 더 빠르다.

핵심 용어

데이터베이스 정확성 점검하기

확인(Verification): 데이터베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확인과 검증이다.

스의 데이터가 원래의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원래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봐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과정.
검증(Validation): 데이터베이
스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지, 완
결성 있는지, 주어진 범위 내에

한다. 질문지나 작성된 글을 다시 보는 것이다. ‘검증’은 데이터베이스가 실용
적이고 합리적인지, 완결성 있는지,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지 컴퓨터가 데이
터를 자동으로 점검해 보는 것을 가리킨다.

있는지 컴퓨터가 데이터를 자동
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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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수께끼 변주곡 13번 변주의 주제 찾기

일반적인 확인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

설명

기본 존재 여부

입력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어 데이터
베이스에 학생 번호라는 필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형식

올바른 형식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 형식으로 dd/
mm/yy(일/월/년)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본다.

길이

텍스트가 주어진 문자 수 길이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면 전화번
호는 아무리 길어도 11자리를 넘을 수 없다.

정보의 존재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었고 필드가 비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범위

숫자가 올바른 범위 내에 있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어 해당 인물이 18세를
넘었을 경우 ‘나이’ 필드에 18보다 큰 숫자가 입력되어야 한다.

유형

입력된 데이터의 유형이 올바른지 알아본다. 예를 들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가 입력되었는지 점검한다.

검증 과정은 데이터가 예상되었고 명시된 대로 저장되었는가만 따지기 때문에 데
이터의 내용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찾아보기 표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복을 피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데이
터 입력 시에 내용을 축약할 수도 있다. 다만 축약하다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축약해야 한다. 예를 들면,

3

예(Yes)’는 줄여서 ‘Y’가 된다.
아니요(No)’는 ‘N’이 된다.

세 번째 힌트:

‘여자(Female)’는 ‘F’가 된다.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남자(Male)’는 M이 된다.

IT-생각하기
3.3.1

IT-컴퓨팅하기 3.1.4에서 만든 엘가 지인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세요. 이
중 글자 수를 줄여도 좋은 필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축약한다면 어떻
게 축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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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보기 표(lookup table)를 추가하면 사용할 축약

핵심 용어

어를 저장하고, 컴퓨터에 축약어의 원래 단어를 알려 줄 수 있다.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에서 데이터는 단층 파일(flat file) 데이터베이스에 큰 표 하나로 저장

외래키(Foreign key):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표를 연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표에 각각 저장된다. 이런 여러 표가 기본 키나 외래키

결할 때 사용하는 키. 다른 테이

를 통해 연결된다.

블의 기본 키 또는 키 필드와 연
결된 테이블 필드

IT-컴퓨팅하기
3.3.2

IT-컴퓨팅하기 3.1.4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로 다시 만들어 보세요.

Code

성별

Code

직업

Code

차량 색

M

남성

S

학생

B

파란색

F

여성

H

의료

R

빨간색

T

교사

S

은색

ID

이름

성

태어난 해

성별

직업

차량 번호

차량 색

1

Mabel

Green

1983

F

T

BB09 1TR

R

▲ 찾아보기 표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도전 과제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13번은 정확한 주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힌트는 있지만요.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힌트를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정보를 얻어 가며 이 곡이 누구에 대해 쓰인 것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의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힌트를 조금 더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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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수께끼 변주곡 13번 변주의 주제 찾기

IT-컴퓨팅하기

A B C

3.3.3

D E F

이 단원 내용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힌트를 모으고 아래
에 있는 마지막 힌트를 사용해서, IT-컴퓨팅하기 3.1.4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세요. 엘가의 지인 목록을 좁혀
나가서 엘가가 수수께끼 변주곡 13번을 누구에게 헌정했는

G H

I

지 찾아봅시다.

J

네 번째 힌트는 피그펜(PigPen) 암호를 통해 암호화되어 있
습니다. 피그펜 암호는 18세기에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기록
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사용한 암호입니다. 이 암호에서는 각

L

K

글자를 해당하는 부호로 대체합니다.

M

4

N •• O •• P
••

••

••

••

Q •• R •• S
T U V
W

IT-생각하기
3.3.4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견 과정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발견한 점을 문서로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수
께끼 변주곡 13번의 주인공을 어떻게 해서 찾아냈는지 이야
기하는 포스터, 신문 기사, 라디오 방송 또는 짧은 영상을 만

Y

X
Z

들어 봅시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명: 어떻게 만들었으며

▲ 피그펜 암호 키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힌트 각각을 얻었을 때 사용했던 질의문, 그리고 데이터베
이스에 돌아온 질의 결과
수수께끼 변주곡 13번의 주인공에 관한 간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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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Unit 4

도전 과제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맞춤법 검사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4.1

선형 탐색

집마다 돌아다니기
우리가 이메일 주소록에서 사람 이름을 찾거나 컴퓨터 파일을 찾을 때 컴퓨
터에서 수행하는 작업에는 ‘검색’ 또는 뭔가를 찾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 많다.

IT-생각하기
4.1.1

여러분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친구가 어느 거리에
사는지는 알지만, 집 호수 또는 번지
수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어느 거리에 사는지
는 알지만, 집 호수를 모른다면, 친구를 찾을 때까지 문에 하나하나씩 노크해
보는 수밖에 없다. 어느 순서로 문을 두드리든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첫
번째 집부터 순서대로 노크한다면 아직 들르지 않은 집이 어디인지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만약 친구가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다음 집으로 이동하고, 친구
를 찾을 때까지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다음은 이를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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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형 탐색

Start at house 1 		

(집 1에서 시작한다)

WHILE we haven’t found our friend:

(친구를 찾지 못하는 동안)

knock on the door and see who

IT-계획하기

(문을 두드리고 사는 사람이

lives there

4.1.3

누군지 본다)

IF it’s not our friend THEN

만약 그 거리에 있는 집을

(만약 친구가 아니라면)

Move to the next door

모두 끝까지 방문했는데 여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전히 친구를 찾지 못했다

END IF

면, 친구가 그 거리에 아예

END WHILE
We are now at our friend’s house

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지금 우리는 친구 집에 있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의사
코드를 수정해서 집 호수를
도출하거나 혹은 친구가 이

IT-계획하기
4.1.2

거리에 살지 않는다는 문장
을 도출하게 합시다.

위의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흐름도를 만드세요.

주요 용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선형 탐색이라고 한다. 목록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항목
별로 하나하나씩 검색하는 방식이다.

선형 탐색(Linear search): 목록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항목별로

우리 친구가 사는 거리에는 집이 열한 채 있다. 만약 운이 좋다면 한 번만 노

하나하나씩 검색하는 방식

크하면 되고, 정말 운이 나쁘다면 열한 번을 모두 노크해야 할 것이다.

IT-생각하기
4.1.4

배틀십(Battleships)이라는 테이블 게임
을 해 본 적 있나요? 이 게임에는 게임판
이 네 개 있는데, 플레이어 한 명에 두 개
씩 주어집니다. 게임판 하나에 배를 배치

1

임판에는 자기가 하는 공격을 기록합니

D

니다. 배틀십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 보세요.

4

5

6

7

8

9

10

B
C

위치에 있는지 추측해서 침몰시키는 겁

3

A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기록하며, 다른 게
다. 이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 배가 어느

2

E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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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4.2

1

선형 탐색 실행하기

3

2

4

배열과 리스트
검색을 실행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검색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무
엇을 사용하느냐이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항목을 저장할 때 데이터 구
1

Lynwood (린우드)

2

Lily (릴리)

3

Kimberley (킴벌리)

4

Jeremy (제레미)

5

Hoyt (호이트)

6

Dalton (돌턴)

7

Franklyn (프랭클린)

8

Vasiliki (바실리키)

9

Adrian (에이드리언)

10

Tori (토리)

11

Ahmed (아메드)

조(data structure)라는 것을 사용한다. 선형 탐색에서는 순차적으로 여러 항
목을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흔히 쓰이는 순차적 데이터 구조로는
배열과 리스트가 있는데, BASIC과 같은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을
사용하고 파이선이나 스크래치 등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한다.
배열과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항목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붙은 색인으
로 저장하고 항목에 위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Houses(집)’란 이름의 배열로 열한 채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단일 항목 찾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arrayname[index]’를 사용해 배열에서
항목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HOUSES[4]는 제레미에 해당한다. 스크래
치에서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 ‘…번째 … 항목’ 블록을 사용한다.

▲
스크래치 2.0에서 ‘Houses’라는
리스트의 네 번째 항목을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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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형 탐색 실행하기

IT-생각하기
4.2.1

a)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항목 3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b)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항목 6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c)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항목 ‘i’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루프 사용하기
배열 및 리스트에서 단일 항목을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배열 및 리스트에서 한 번에 한
항목씩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차례다. 이

x=1
WHILE x<= Length of Houses 		
Houses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이름을 출력한다.
PRINT(houses[x])
x=x+1

작업에는 루프를 사용한다. 오른쪽에 프로그램
의 의사 코드(일반적인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

END WHILE

를 흉내 내어 만든 코드)가 있다. 배열에서 모든
이름을 출력하게 하는 유사 부호이다.

특정 항목 찾기
물론 선형 탐색으로 모든 이름을 출력할 필

x=1

요는 없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특정한 이

lookingFor="Dalton" 		

름이다. 찾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려면

WHILE x<= Length of Houses

PRINT(houses[x])를 제거한 뒤 변수를 만
드는 명령문을 한 줄 넣어야 한다. 오른쪽 예시와

'돌턴' 이라는 사람을
Houses 리스트에서
찾는다.

x=x+1
END WHILE

같다.
모든 이름을 검색하는 대신,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만 코드가 작동하게 한다.

IT-계획하기

IT-컴퓨팅하기

4.2.2

4.2.4

4.2.3

위의 의사 코드를 수정해서, 집에 사는 사람

IT-계획하기 4.2.2 및 IT-계획하기 4.2.3

과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동

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사용해 블록 기반 프로

안은 루프가 반복되도록 만드세요.

그래밍 언어로 선형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이름을 질의한 후 리스트에서 그

IT-계획하기 4.2.2에서 수정한 의사 코드

이름을 찾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를 완성하세요. ‘찾는 사람’이 ‘x’호에 산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의사 코드가 되어야 합

4.2.5

IT-컴퓨팅하기 4.2.4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니다. 예를 들면 돌턴이 3호 집에 산다는 식

을 수정해서, 리스트에 없는 이름을 검색하

으로요.

게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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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4.3

이진 탐색 프로그래밍하기

지훈이와 수연이가 숫자 맞히기 놀이를 하고 있다. 지훈이는 수연이가 0에
서 1000 사이의 어느 숫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열 번 이하로 물어봐서 숫자를 알아맞힐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500이니?

너무 작아.

625니?

751이니?
너무 커.

703이니?

696이니?

719니?
너무 작아.

700이니?
너무 작아.

너무 커.

688이니?
너무 작아.

너무 작아.

702지?

너무 커.

맞아!
어떻게
알았어?

IT-생각하기
4.3.1

지훈이는 아홉 번 만에 수연이가 생각한 숫자를 알아맞혔다. 어떻게
지훈이는 열 번 안에 알아맞힐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

주요 용어
이진 탐색(Binary search): 검
색해야 하는 리스트를 매번 반으
로 나누는 검색 방식.

지훈이는 이진 탐색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연이가 생각한 숫자를 맞출 수 있
었다. 이진 탐색 방식은 검색 대상인 리스트를 매번 반으로 나눠 살펴보는 탐
색 방식이다.
이진 탐색을 수행하려면 검색 범위를 정해야 한다. 지훈이와 수연이의 알아
맞히기 게임을 다시 떠올려 보면, 수연이가 생각한 숫자는 0보다는 크거나 같
으며 1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숫자를 각각 ‘하한’과 ‘상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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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진 탐색 프로그래밍하기

그 두 숫자 사이의 중간값도 필요하다. 중간값은 상한값을 하한값에 더한 뒤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0 + 1000) / 2 = 500
그러므로 중간값은 500이다. 수직선(number line)을 그려서 생각해 보자.

0

500

1000

하한값

중간값

상한값

이 중간값이 찾고 있는 숫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도 좋다. 만약 중간값이 너무 크다면 이 중간값보다 큰 모든 숫자는 이제
무시하면 되고, 중간값 바로 전 숫자가 이제 새로운 상한값이 된다.

0

499

하한값

상한값

1000

한편 중간값이 너무 작다면 이 중간값보다 작은 모든 숫자는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중간값 바로 다음 숫자가 새로운 하한값이 된다.

IT-계획하기
4.3.2
수연이의 숫자 알아맞히기

0

501

1000

놀이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놀이 방법을 설명하는 명령

하한값

상한값

IT-컴퓨팅하기

IT-생각하기

4.3.3

4.3.4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훈이의 숫자

어 집합을 작성해 보세요.

이진 탐색은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알아맞히기 놀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작

니다.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성하세요.

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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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4.4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비교하기

선형 탐색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때도 있고, 이진 탐색 결과가 더 나을 때

IT-생각하기
4.4.1

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결책을 더 빨리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
하다. 필요한 값을 찾아내기 전에 확인해 보는 위치가 적을수록 계산에 드는
시간이 적다.

만약 찾고 있는 항목이 리스
트의 맨 첫 번째 항목이라면,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중 어

어느 것이 더 빠를까?

느 것을 사용했을 때 결과를

어떤 검색 방식에서든 확인하는 첫 번째 위치에서 필요한 항목을 찾으면 최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항목이 맨 마지막 항목
이라면 어떨까요?

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엔 어떨까?
선형 탐색을 사용할 때 최악의 상황이란 찾고 있는 값이 리스트 맨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트에 항목이 15개 있으면 15개 항목을 모두 확
인해야 한다.
이진 탐색에서 최악의 상황이란 찾고 있는 항목 외의 모든 항목을 제외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알파벳이 15개 있는 아래의 리스트에서 ‘K’를
찾을 때, ‘H’를 가운데 값으로 고르면 목록의 반은 제외하게 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J

K

L

M

N

O

J

K

L

M

N

O

K

L

M

N

O

그다음 ‘L’을 확인하고 ‘L’에서 ‘O’까지 제외한다.
A

B

C

D

E

F

G

H

I

다음으로 ‘J’를 확인하고 ‘I’와 ‘J’를 제외한다.
A

B

C

D

E

F

G

H

I

이제 드디어 남은 항목 ‘K’를 확인하고 답을 찾는다.
A

B

C

D

E

F

G

H

I

J

4번 확인한 끝에 해당 항목을 찾았다.
이진 탐색에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계산하려면 리스트 해당 부분의 크
기를 몇 번이나 이등분해야 하는지 세어 봐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계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5 ÷ 2 = 7.5 ÷ 2 = 3.75 ÷ 2 = 1.875 ÷ 2 = 0.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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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비교하기

1 이하가 되려면 2로 나누기를 네 번 해야 하고, 이 경우가 확인이 네 번 필
요한 최악의 상황이다.
데이터가 클 때는 찾는 항목이 배열이나 리스트 어느 곳에라도 있을 수 있
고, 운이 좋아 항목을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큰 데이터 파일에서 다양한 항목을 검색하고 각 항목을 찾기까지
확인 과정을 몇 번 거쳤는지 세어 보는 실험이 가능하다.

IT-컴퓨팅하기
4.4.2

www.hoddereducation.co.uk/compute-it/

d) c) 과정을 여덟 번 반복하면서 총 열 가지의 길

search로 이동합시다.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아 보세요. 발견 내

이 웹 페이지에는 여러 학교의 목록이 있는데, 원하

용을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세요.

는 학교 수를 묻는 ‘Number of schools(1-3000):’
상자에 1에서 3000 사이의 숫자를 넣어서 그중 몇

e) 아래와 같은 그래프에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
이터 내용을 나타내세요.

개의 학교가 필요한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Run
의로 한 곳 선택되고, 리스트에서 해당 학교를 찾는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해당 학교를 찾기 위해 리스트를 몇 번 확인해야 했
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크기

search(검색 실행)’를 누르면 리스트에서 학교가 임

a) 리스트에 포함하고 싶은 학교 개수를 30에서
확인 횟수

3000 사이의 숫자 정도로 입력해 봅시다. 그다음
그 길이의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찾는 데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몇 번이나 실행해야 했는지
확인하세요.

f) 이진 탐색보다 선형 탐색이 더 빠른 경우가 있었
나요?

b) 리스트에서 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결과에

g) 학교가 30~3000개 있을 때 선형 탐색과 이진

영향을 미칩니다. a)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여러

탐색 각각의 경우 확인 횟수가 가장 적을 때는

분이 고른 길이의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찾는

각각 몇 번이었나요?

데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평균적으로 몇 번 실

h) 학교가 30~3000개 있을 때 선형 탐색과 이진

행해야 했는지 알아보세요. 발견한 내용을 스프

탐색 각각의 경우 확인 횟수가 가장 많을 때 몇

레드시트에 기록하세요.

번이었나요?

c) 학교 개수를 새로 입력해 보세요. 이번에도 30에

i)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서 3000 사이의 숫자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다음
해당 길이의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찾는 데 선
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평균적으로 몇 번 실행해
야 했는지 알아보세요. 발견한 내용을 스프레드
시트에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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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4.5

이진 탐색 실행하기

수열에서 이진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앞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선형 탐색
에서처럼 배열이나 리스트에 적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비슷한 상황을 다시 상상해 보자. 거리에 있는 집 중 친구가 사는 집을 찾고
있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살고 있다. 예를 들

IT-생각하기
4.5.1
62~63쪽으로 되돌아가 봅
시다. 중간값 ‘6’을 얻으려면
하한값 ‘1’과 상한값 ‘11’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까요?

면 Alan(앨런)이 그 거리의 첫 번째 집에 살고, Afzal(아프잘)이 두 번째 집에
살고, 마지막 집에는 Zoe(조)가 사는 식이다. 우리는 Hamish(해미시)라는 친
구를 찾아야 하지만 그가 몇 호에 사는지는 모른다. 선형 탐색을 해도 되지만,
이 경우 모든 사람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진 탐색을 하
는 것이 더 빠르다.
맨 처음에는 거리에 있는 첫 번째 집이 하한값이고 가장 마지막 집이 상한값
이 될 것이다. 아래 도표에서는 1호와 11호 집이 해당 값이다.
중간에 있는 집이 6호라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있다.
6호에는 누가 사는지 확인해 본다. House[6]은 Paul(폴)에 해당한다.
Paul
1

2

3

4

5

하한값

6

7

8

9

10

11

상한값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폴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 ‘폴’을 찾고 있는 사람
‘해미시’와 비교해야 한다. 알파벳 순서상 폴(Paul)은 해미시(Hamish)보다 나
중이므로, 이 거리에서 해미시는 맨 첫 번째 집과 폴의 집 사이의 어딘가에 살
것이다. 따라서 이제 폴과 그 뒤의 집은 무시해도 좋다. 새로운 상한값은 중간
값 -1이 된다.

Paul
1

하한값

2

3

4

5

6

7

8

9

10

11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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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진 탐색 실행하기

다음으로 IT-생각하기 4.5.1에서 사용한 공식을 똑같이 사용해서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의 집으로 간다. 중간값 ‘3’이 나올 것이다.
Houses[3]에 해당하는 것은 Bea(베아)이다. ‘Bea’는 ‘Hamish’보다 앞에
있으므로 이제 베아와 그보다 앞에 있는 집은 모두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새
로운 하한값은 중간값+1이 된다.
Bea

Paul

IT-생각하기
1

2

3

4

5

6

7

8

9

10

11

4.5.2
만약 해미시가 4호 집에 살

하한값 상한값

중간값으로 4.5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이 값을 5로 반올림한다.
5호에는 Naz(나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Bea
1

2

3

4

Naz

Paul

5

6

7

8

9

10

11

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추론
이 가능할까요?

IT-계획하기
4.5.4
만약 상한값과 하한값이 만

하한값 상한값

이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같은 위치에 있다. 이 곳을 확인해 보면 해미시가

나는 지점에 여러분이 찾
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살고 있다.

은 리스트에 없는 것입니다.
Bea Hamish Naz

이를 고려하여 IT-계획하기

Paul

4.5.3의 알고리즘을 조정하
1

2

3

4

5

6

7

8

9

10

11

세요.

IT-계획하기
4.5.3

이진 탐색을 하도록 다음 알고리즘을 완성하세요.
searchedName='Hamish'					 (검색하는 이름='해미시')
upperBound=endOfList 					 (상한값=리스트 마지막)
(하한값=리스트 처음)
lowerBound=startOfList 					
(중간값=[IT-생각하기 4.5.1의 공식을 삽입])
midPoint=[INSERT FORMULA FROM 4.5.1 THINK-IT]
(WHILE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WHILE Houses[midpoint]!=searchedName			
(IF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THEN)
IF Houses[midpoint]<searchedName THEN
([ ? ] 한값=중간값 [?] 1)
		 [
?
] Bound=midPoint [?] 1		
ELSE
(ELSE)
([ ? ] 한값=중간값 [?] 1)
		 [
?
] Bound=midPoint [?] 1		
END IF
(END IF)
(중간값=[IT-생각하기 4.5.1의 공식을 삽입])
midpoint=[INSERT FORMULA FROM 4.5.1 THINK-IT]
							
END WHILE
(END WHILE)
(PRINT("해미시는 다음 호수에 산다"+중간값))
PRINT("Hamish lives at the house number"+midPoint)

67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67

2018-01-26 오전 8:11:26

Unit 4. 검색

4.6

맞춤법 검사기 만들기

도전 과제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는지 알았으니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맞춤법 검사기를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는 맞춤법 검사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려면 지금까지 검색에 관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요 용어
사전(Dictionary): 알파벳 순

▲ 맞춤법 검사기는 글에 맞춤법 실수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맞춤법 검사기가 작동하려면 맞춤법이 올바른 단어의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사전이라고 합니다. 사전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록에는 단어는 있지만, 그 뜻은
나와 있지 않지요.
맞춤법 검사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맞춤법 검사기가 그 단어를 알고 있다면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 단어가 없다면 검사기에서는
맞춤법이 틀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문서에서 검토하는
모든 단어를 이런 과정을 거쳐 확인합니다.

서대로 프로그램에 입력된 단어
목록

IT-생각하기
4.6.1
단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데
맞춤법 검사기가 잘못된 단
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요? 잘못 입력된 단어를 검
사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경
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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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맞춤법 검사기 만들기

맞춤법 검사기는 검색을 수행하면서 사전을 확인합니다.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4.6.2

4.6.3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중 사전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17

을 검색할 때 어느 알고리즘이

글자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 맞춤법을 확인

더 적합할까요?

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어 봅시다. 혹은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텍스트
문서의 맞춤법을 검사하는 맞춤법 검사기

IT-생각하기

를 만들어 봅시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미

4.6.4

맞춤법 검사기가 아래의 시에

맞춤법 검사기로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중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 보세요.

리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 과정의 일부로서

Candidate for a Pullet Surprise

퓰리처상 후보작

Candidate for a Pullet Surprise
I have a spelling checker.
It plane lee marks four my revue
Miss steaks aye can knot sea.

저한테는 맞춤법 검사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살 때 들어 있었죠.
제가 쓰는 보고서에
실수가 있을 때 고쳐 줘요.

Eye ran this poem threw it,
Your sure reel glad two no.
Its vary polished inn it’s weigh.
My checker tolled me sew.

맞춤법 검사기로 이 시를 검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알면 기쁘실 겁니다.
나름대로 잘 다듬어진 시예요.
검사기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A checker is a bless sing,
It freeze yew lodes of thyme.
It helps me right awl stiles two reed,
And aides me when aye rime.

맞춤법 검사기는 축복이죠.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어떤 스타일의 글이든 쓸 수 있게 하고
라임을 맞출 때 도와줍니다.

Each frays come posed up on my screen
Eye trussed too bee a joule.
The checker pours o’er every word
To cheque sum spelling rule.
Bee fore a veiling checkers
Hour spelling mite decline,
And if we’re lacks oar have a laps,
We wood bee maid too wine.
Butt now bee cause my spelling
Is checked with such grate flare,
Their are know faults with in my cite,
Of nun eye am a wear.
Now spelling does knot phase me,
It does knot bring a tier.
My pay purrs awl due glad den
With wrapped words fare as hear.
To rite with care is quite a feet
Of witch won should bee proud,
And wee mussed dew the best wee can,
Sew flaws are knot aloud.
Sow ewe can sea why aye dew prays
Such soft wear four pea seas,
And why eye brake in two avers
Buy righting want too pleas.
Dr Jerrold Zar, 29 June 1992

제 화면에 작성되는 글
한 줄 한 줄마다 보석같을 겁니다.
검사기가 맞춤법 규칙을 검사하려고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죠.
맞춤법 검사기가 있기 전에는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었고,
집중하지 않거나 실수를 하면
불평할 일이 생길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맞춤법을
멋지게 확인하는 검사기가 있으니
제가 보기엔 오류가 없는 것 같군요.
제가 알기로는 없네요.
이제 맞춤법 때문에 당황할 일이 없어요.
눈물이 날 일도 없고요.
제가 쓴 글도 기뻐하네요.
단어가 이렇게 잘 쓰여서요.
주의를 기울여 글을 쓰는 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재능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주의깊게 써야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러니 왜 제가
이 PC 소프트웨어를 칭찬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왜 시를 써서
칭찬의 글을 늘어놓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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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도전 과제
이번 단원의 도전 과제는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테스트하
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놀기
5.1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와 응용 계층

통신 프로토콜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려면 일련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규칙을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추상화 수준에서 다양

핵심 용어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 컴퓨터 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규약

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프로토콜을 4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1계층: 응용 계층

3계층: 인터넷 계층

2계층: 전송 계층

4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 모두를 합쳐서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Internet
protocol suite): 통신 프로토콜
4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

응용 계층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더넷 케이블, 인터넷 등의 데이터 전송 방식

▲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의 4계층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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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와 응용 계층

응용 계층
첫 번째 계층인 응용 계층은 웹 브라우저 등의 응용 프로그램이 두 번째 계층
과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통신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응용 계층은 직
접적인 프로그램 간 통신을 추상화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용 이메일 프로그램의
경우, 이메일 메시지는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받는 사람의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전송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때 메시지는 보내는 쪽의
응용 계층에서 시작해 여러 계층을 거쳐 물리적 네트워크에 도달하고, 다시 받
는 쪽의 여러 계층을 통해 거꾸로 되돌아온다. 각 계층에서는 직접적인 프로그
램 간 통신을 추상화하기 위해 해당 계층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전송 계층
전송 계층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송 및 수신을 다룬다. 앞의 계층에
서 데이터를 수신해 패킷으로 분리한 다음 근거리 통신망(LAN)이나 그 너머에
있는 다음 목적지에 보내는 것이다. 수신하는 개별 패킷을 재조립하기도 한다.

인터넷·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에서는 논리 주소와 데이터 패킷 관리를 다룬다. 네트워크 계층
에는 데이터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전달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와 하드
웨어가 포함된다.

응용 계층 프로토콜
SMTP, IMAP, POP, FTP 등 다양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 있다.

SMTP
간이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SMTP)은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1982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지메일(Gmail), 네이
버(Naver) 메일, 다음(Daum) 메일 등의 주요 이메일 시스템에서 모두 SMTP
를 사용하고 있다.
이메일 작성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지만, ‘전송’을

핵심 용어

누르고 나면 SMTP가 여러분의 이메일을 받아 일련의 문자열로 분해하고 레
이블을 붙여 특정 부분을 표시한다. 이 레이블과 문자열을 사용해 이메일 헤
더를 작성한다. 그다음 이메일을 이메일 서버로 보내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인증하고, 헤더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 이메일을 어디에 보낼지 확인한 뒤 받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간이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

는 사람의 메일 서버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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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 이메일 헤더 예시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5.1.1

5.1.2

이메일 헤더를 살펴보세요. 누가

웹 기반 이메일 계정을 하나 살펴보고 해당 계정에서 이메

이메일을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

일 헤더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다음 적절

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한 소프트웨어나 웹 기반 툴을 사용해 특정 이메일의 근원
지를 추적해 보세요.
<주의 사항>
일부 웹 메일 제공자는 모든 이메일을 추적할 수는 없도록
이메일 헤더에서 일부 정보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빠진 정보가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되며, 해당 정보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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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와 응용 계층

IMAP 대 POP

핵심 용어

IMAP(인터넷 전자 우편 접속 프로토콜)과 POP(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은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을 가져올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하
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IMAP 클라이언트는
이메일 메시지나 메시지에 관한 헤더 정보의 복사본을 다운로드받고 메시지
원본은 서버에 보관한다. 따라서 다른 IMAP 클라이언트들도 같은 메시지 복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반면 POP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다운로드받으

IMAP(Internet Mail Access
Protocol, 인터넷 전자 우편 접
속 프로토콜): 메일 서버에서 이
메일을 가져오면서 서버에 이메
일 복사본을 남겨두는 프로토콜.
복수의 클라이언트가 같은 이메
일에 접근할 수 있다.

면 메시지는 서버에서 삭제되고 POP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로컬(자신의 컴

POP(Post Office Protocol, 포

퓨터)에 저장하게 된다.

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메일 서

이메일에 접근할 때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IMAP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 전화, 데스크톱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
양한 기기에서 이메일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POP를 사용해 이메일을 한 기기

버에서 이메일을 다운로드받는
프로토콜. 다운로드받고 나면 서
버에서는 이메일이 제거되고 로
컬(다운로드한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에만 다운로드하면 기기마다 저장한 이메일이 달라진다.
IMAP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장소, 어떤 기기에서도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다.
메일 서버에 이메일 복사본이 남아 있다.
이메일을 읽을 때만 내용이 다운로드되므로 이메일 확인이 비교적
빠르다.
첨부 파일의 다운로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삭제, 복사 등 이메일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메일 서버에 자동으로 반영
된다.
IMAP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관리를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의존한다.
이메일 검색이 비교적 느리다.
로컬에서 이메일을 백업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IMAP

POP3

◀ IMAP과 POP3 비교
73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73

2018-01-26 오전 8:11:44

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POP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을 다운로드받고 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을 로컬에 백업 및 보관하기가 훨씬 쉽다.
이메일의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로컬에 저장된 이메일을 더 신속히 검색할 수 있다.

POP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여러 기기에서 이메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드 디스크가 손상되면 이메일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일까지 전부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
운로드될 수도 있다.
복사본 저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메일은 보통 이메일 서버에서 자동
으로 삭제된다.

IT-생각하기
5.1.3
여러분 휴대 전화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프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a)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나
요?
b)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
는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었나요?
c) 어느 프로토콜이 더 적절

▲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POP3(POP 버전 3)를 사용하는 이메일 프로그램.

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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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와 응용 계층

FTP는 네트워크를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때 사
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때 네트워크는 근거리 통신망(LAN)일 수도 있고 인
터넷일 수도 있다. 웹 개발자들은 HTML 소스 코드 등의 웹 페이지 파일을 로
컬에서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로 업로드할 때 FTP를 자주 사용한다. 한 컴

핵심 용어
FTP(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 프로토콜); 네트워크
를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

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려면 두 컴퓨터 모두에 접근할 수 있어

터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야 한다. 따라서 FTP 프로토콜을 사용해 파일을 전송하려면 파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

컴퓨터에 로그인할 사용자명과 비밀번호가 필요할 것이다.
FTP 사용자 대부분은 파일질라(FileZilla)와 같은 그래픽 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 그래픽 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파일 수신 컴퓨터에 파일을 드
래그 앤 드롭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그 외에 웹 브라우저
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 파일질라는 그래픽 FTP 클라이언트 중 하나이다.

▲ 커맨드 라인 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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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5.2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의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은 물리
계층이라고도 하며,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등이 이런 기기에 해당한다.

▲ 이더넷 포트가 두 개인

홈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에는 각각 사설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 이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는 근거리 통신망(LAN)에서만 사용된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같은 LAN에
있는 모든 기기가 같은 공인 IP 주소를 사용한다. 이 주소는 인터넷 서비스 제
공자(ISP)가 모뎀 라우터에 할당한 주소이다.

172

•

16

•

254

1

•

10101100.00010000.11111110.00000001

▲ IPv4 주소는 총 32bit로 구성된다.

0DB8 :

2001 :

AC10

:

FE01

10000000000001:0000110110111000:1010110000010000:1111111000000001

▲ 최근의 IPv6 주소는 총 128bit로 구성된다.
공인 IP
인터넷

외부

사설 IP

내부

ISP

모뎀
192.168.0.2

84.102.27.212

192.168.0.3

▲

라우터

각 기기에 사설 IP 주소가 할당되는 LAN,
같은 LAN에 있는 모든 기기가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사용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WAN

192.168.0.4

WAN

LAN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할당한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공인 IP 주소

사설 IP 주소

84.102.27.212

192.168.0.2 192.168.0.3 192.1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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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네트워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나 각 운영 체제의 네트워크 툴을 사용해 사설 IP 주
소를 찾아낼 수 있다.

▲ 윈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사설 IP 주소 찾아내기
공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는 매우 많다. IP 주소 확인을 검색
해 보자.

IT-생각하기
5.2.1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기
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

▲ ‘공인 IP 주소’를 검색한 화면

의 공인 IP 주소를 알아봅시
다. 만약 LAN에 연결되어 있

공인 IP 주소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인터넷에 연결할 때 사용한 기기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IP 주소를 통해 여러분의 대략
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사용하는지, 어떤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심지어 기기의 색심도와 화면 해상

다면 로컬(사설) IP 주소도 함
께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컴
퓨터, 노트북, 휴대 전화, 태블
릿 PC 등의 기기가 있을 것입
니다.

도까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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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대체로 가정용 인터넷 사용자들의 공인 IP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는 ISP에 따라 다르다.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정 IP 주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분의 IP 주소는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www.google.co.kr 같은 웹 사이
트는 항상 IP가 같다.

▲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위치가 뜻밖일 때도 있다. 위 이미지를 보면
영국 스카이 뉴스(Sky News)의 서버가 미국 케임브리지(Cambridge)에 있다.
www.ipipip.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5.2.2

a) 아래 웹 사이트 각각의 IP 주소를 알아내어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도메인 이름

공인 IP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위치한 국가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위치한 도시

www.ebs.co.kr
www.naver.com
www.google.co.kr
www.yahoo.co.jp
www.louvre.fr
b) 여러분의 공인 IP 주소를 호스팅하는 서버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인 IP 주소 사이에
라우터가 몇 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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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네트워크

MAC 주소

핵심 용어

기기에 할당된 IP 주소는 어떤 것이라도 쉽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마다 각각 할당되고 영구적이어서 절대로 바꿀 수 없
는 주소가 있다. 이 주소를 MAC 주소라고 하는데, ‘MAC’은 ‘매체 접근 제어
(Media Access Control)’의 준말이다.

MAC(Media Access Control,
매체 접근 제어)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할당되는 고
유 식별자

▲ 윈도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getmac’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MAC 주소(위 화면에 있는 ‘물리적 주소(Physical Address)’가 이에 해당한다)를
확인한다.

IT-생각하기
MAC 주소는 총 48bit로 구성된다. MAC 주소의 첫 여섯 자리는 네트워크
카드(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의 생산자를 나타낸다. 뒤의 여섯 자리

5.2.3

는 고유하게 부여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있는 기기 중 네

mm-mm-mm-uu-uu-uu
또는
mm:mm:mm:uu:uu:uu
와 같이 표시되는데, m은 생산자 코드, u는 고유 코드이다.

트워크 카드가 있는 모든 기
기의 MAC 주소를 알아봅시
다. 컴퓨터, 노트북, 휴대 전
화, 태블릿 PC 등의 기기가
있을 것입니다.

MAC 주소의 생산자 코드 부분을 통해 생산자를 알려 주는 사이트는 아주
많다.

▲ www.adminsub.net/mac-address-finder 사이트의 캡처 화면. LG전자에서 만든
기기의 MAC 주소는 BC:F5:AC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화면이다.

▲ www.adminsub.net/mac-address-finder 사이트의 캡처 화면. LG전자에서
만든 기기의 MAC 주소는 BC:F5:AC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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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십육진법

핵심 용어

MAC 주소는 대개 십육진법으로 표시된다. 십육진법(Hexadecimal, 줄여서
십육진법(Hexadecimal): 기수
(base)가 16인 기수법(0에서 15
까지 있다.)

‘Hex’라고도 한다)은 기수가 16이다. 기수가 2인 이진법이나 기수가 10인 십
진법과 마찬가지로 숫자의 종류가 16가지(0~15) 있는 것이다. 0에서 9까지를
표시하는 기호는 이미 있지만 10에서 15를 표시할 기호가 여섯 종류 더 필요
하다. 숫자 10은 ‘A’로 나타내고, 11은 ‘B’ 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15
는 ‘F’로 나타낸다.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십육진법을 십진법으로 변환하기
십육진수에서 각 자리의 값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세어서 1, 16, 256(16의
제곱) 순으로 증가한다. 표를 통해 십육진수 ‘B7’을 십진수(기수가 10)로 변환
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자리의 값

16

1

십육진수

B

7

첫 번째 자리는 값이 1인데, 그 값이 7개 있다.
7 × 1 = 7
두 번째 자리는 값이 16인데, 그 값이 B(11)개 있다.
11 × 16 = 176
이 값을 모두 더하면 십진수일 때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7 + 176 = 183
B716 = 18310
작게 표시된 아래 첨자 숫자는 해당 진법의 기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십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하기
십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하려면 해당 숫자를 먼저 16으로 나눈다.

125 / 16 = 7 나머지 13
따라서 첫 번째 숫자는 7이다. 그다음 두 번째 숫자를 확인한다. 나머지인 13을 보
면 되는데, 십육진법에서는 이 숫자를 D로 나타낸다.

12510 = 7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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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네트워크

IT-생각하기
5.2.4

다음의 십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하고 해당 MAC 주소가 어느 생산자
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세요.
a) 136:117:86			

d) 148:99:209

b) 140:86:197			

e) 00:18:90

IT-생각하기

c) 144:73:250

5.2.6
다음의 이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하세요.

IT-생각하기

a) 10100001
b) 00100010

5.2.5

2
1
0

다음의 십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하세요.

c) 10001010

a) 1E		

c) C6		

d) 00011111

b) EA		

d) 90

3

4

5

e) FC

e) 00000111

6

9
7 8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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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네트워크 접속 형태
네트워크 접속 형태(Network topology)를 통해 LAN에 연결
된 기기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알 수 있다. 접속 형태는 네트워
크 내에서 데이터 흐름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기의 외관과는 무
관하다. 네트워크 접속 형태와 관련하여 거리, 물리적 연결 유
형,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버스형 접속 형태
버스형 접속 형태에서 모든 기기는 일자형의 케이블(버스)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메시지가 이 케이블을 따라 전송되지만, 해
당 수신자만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다. 신호가 되돌아가지 않
도록 버스의 양쪽 끝에 종단 장치(terminator)를 붙여야 한다.
설치하기 아주 쉬운 네트워크 형태지만, 만약 메인 버스 케이
블에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 전체가 멈춰 버린다. 데이터 충돌
도 매우 흔하게 일어나며 보안에 취약하다. 연결된 기기 전체가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 버스형 접속 형태(Bus topology)
별형 접속 형태
별형 접속 형태에서는 네트워크 중앙에 허브(hub) 또는 스위
치가 있다. 네트워크 중앙에 스위치가 있다면 네트워크에 연결
된 컴퓨터에서 스위치로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스위치를 거쳐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중앙에 허브가 있다면 허브가
데이터 패킷을 받아서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 일괄적으로 보
낸다. 스위치가 있는 별형 접속 형태는 데이터 보안이 매우 우수
한데, 데이터가 목적지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별형 접속 형태는 버스형보다 믿을 만하다. 허브나 스위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 기기의 케이블이 고장 나더라도 네
트워크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충돌 문제도 없다. 하
지만 설치에 필요한 케이블의 양과 하드웨어 때문에 설치하는

▲ 별형 접속 형태(Star topology)

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설치하기도 버스형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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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네트워크

링형 접속 형태
링형 접속 형태에서는 네트워크의 각 기기가 다른 두 기기에
연결되어 원 모양을 이룬다. 데이터는 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 이
동한다. 데이터의 목적지는 데이터에 있는 토큰(tok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가 노드(node)를 지날 때 노드에서는 토
큰의 목적지가 해당 노드인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데이터
가 개방되고, 그렇지 않다면 노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는
다. 버스형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목적지에 도달
할 때까지 네트워크의 각 지점을 통과하므로, 목적지와 송신자
사이의 컴퓨터에서도 전송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링형 접속 형태에서는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링형 네트워크의

▲ 링형 접속 형태(Ring topology)

다른 장점은 데이터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
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형 접속 형태와 마찬가지
로 케이블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원이 무너지면서 네트

핵심 용어

워크가 고장 난다.
네트워크에 무선 액세스 지점이 사용된다면 무선 액세스 지점
을 통해 기기를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통

무선 액세스 지점(Wireless access
point): 와이파이(Wifi)를 사용해 무선 기
기를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

해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해볼 차례입니다.

IT-컴퓨팅하기
5.2.7

a) 가정이나 작은 회사 등의 소규모 공간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를 설계해 보고, 해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테스트하세요.
b) 어떤 네트워크 접속 형태를 선택했는지, 네트워크에 어떤 기
기를 포함했는지, 어떤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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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서버 측 스크립트
도전 과제

IT-생각하기
6.1.1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

이번 단원의 도전 과제는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웹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한 뒤 화면에 결과를 보여
주는 서버 측 스크립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Facebook), 유튜브(Youtube)에서 그들의 웹 사이트
에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6.1

웹 폼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이유가 뭘까요? 이 세 회사에
서 여러분에게 계정을 제공하
는 이유가 모두 같을까요? 여
러분이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용자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
면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
일까요?

가입 양식
무료 사이트든 유료 사이트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웹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필요와 탐색 습관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여러분이 더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
춘 광고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웹 사이트 가입 양식 대부분은 비슷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페이스북의 회원 가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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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웹 폼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구글의 회원 가입 페이지

IT-생각하기
6.1.2

페이스북과 구글 회원 가입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두 페이지에서 공통
된 내용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IT-계획하기
6.1.3
와이어프레임(wireframe)을
사용해 ‘드로운 다운(Drawn
Down)’이라는 가상 밴드의

HTML 폼
HTML 태그(tag)를 사용해 웹 폼을 만든다. <form> 태그로 폼의 모든 요
소를 감싸야 한다.

웹 사이트 가입 페이지를 기
획해 보세요. 폼의 레이아웃
(배치)을 어떻게 할지, 또 사
용자의 프로필을 만들려면
어떤 사용자 정보가 필요할

<form>

지 생각해 보세요.

폼 요소는 여기 넣는다

</form>
폼 태그는 다양한 속성(attribute)으로 구성된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 속성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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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 서버 측 스크립트

속성

속성값
(속성에서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유형)

설명

name

text

폼의 이름

id

text

스크립트에서 폼 구별을 위한 고유한 id

method

post
get

‘post’는 폼 데이터를 HTTP 요청(request)의 본문에 추가한다.
‘get’은 폼 데이터를 URL에 추가한다.

action

url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제출될 때 보내지는 웹 페이지

onsubmit

javascript function

폼 제출 전 입력한 데이터의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자바스
크립트 함수를 호출한다.

페이스북 가입 페이지의 폼 태그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orm method="post" id="reg" name="reg"
action="https://m.facebook.com/r.php">

이 폼의 name과 id는 reg이다. 폼이 제출되고 나면, facebook.com 도메인의
m.facebook.com 서버에 있는 r.php 페이지에 폼 데이터를 게시한다.

폼 요소의 내용을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다. 폼 요소에는 다양
한 종류가 있다.

<input>과 <label>
<input>을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상자(input box), 선
택 버튼 또는 폼 제출 버튼을 만든다.
폼에서 <input> 요소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속성

속성값

설명

type

text
password
radio
checkbox
submit

폼의 입력 상자 유형. 선택 가능한 입력 상자의 모음이다.

name

text

폼의 이름

id

text

입력 상자의 id. 레이블에 입력 상자를 연결한다.

value

text

입력 상자의 기본값

tabindex

number

탭(tab) 키를 눌러 입력 상자의 순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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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웹 폼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label>은 <input> 상자의 레이블을 만든다.
폼에서 <label> 요소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속성

속성값

설명

for

text

레이블이 속한 입력 상자의 이름

다음은 사용 예시이다.

<label for="userName">사용자 이름</label>
<input id="userName" name="userName" type="text">

사용자 이름

<label for="password">비밀번호</label>
비밀번호
<input id="password" name="password" type="password">
<label
<input
<label
<input

for="sex">남성</label>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남성">
for="sex">여성</label>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여성">

<label for="transport">버스</label>
<input id="transport" name="transport"
type="checkbox" value="버스">
<label for="transport">승용차</label>
<input id="transport" name="transport"
type="checkbox" value="승용차">
<input id="submit" name="submit" type="submit"
value="양식 제출">

•••••••••••

남성
여성

버스
승용차

양식 제출

<select>와 <option> 태그
<select>와 <option> 태그를 통해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할 드롭다운 리
스트를 만들 수 있다.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 항목을 만드는 <option> 태
그는 전체가 상위 태그인 <select> 태그 안에 있어야 한다.
<select>
<option>
<option>
</select>
<select> 태그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속성

속성값

설명

name

text

드롭다운 리스트(dropdown list)의 이름.

id

text

드롭다운 리스트의 id. 레이블에 리스트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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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 서버 측 스크립트

<option> 태그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속성

속성값

설명

value

text

선택된 옵션의 값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elect id="keyStage" name="keyStage">
<option value="ks1">1학년</option>

1학년
1학년

<option value="ks2">2학년</option>

2학년

<option value="ks3">3학년</option>

3학년

<option value="ks4">4학년</option>

4학년

</select>

IT-컴퓨팅하기
6.1.4

IT-계획하기 6.1.3에서 설계한 웹 사이트의 회원 가입 페이지를 프
로그래밍하세요. 지금은 데이터를 수신할 웹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form> 태그의 action 속성은 빈칸으로 둬야 합니다. 사용자가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폼에 제출 버튼이 있어야 하며, HTML의 기
본 구성요소(<html>, <head>, <body>)도 물론 포함되어
야 합니다.

폼 검증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 유형을 정확하게 수신해야 한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핵심 용어

쓸모가 없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검증

데이터 검증(Data validation):

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합리적이고 사용 가능한지

입력된 데이터가 합리적이고 사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려 줄 수 있다.

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Clientside script): 서버가 아니라 사
용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웹 사
이트 코드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웹

웹 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검증은 데이터가 서버에 제출되기 전 사용
자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 사용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코드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라고 한다.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작성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이다.
자바스크립트는 대체로 웹 페이지 <head> 섹션의 <script> 태그 안에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

서 작성되지만, HTML 종료 태그인 </html> 바로 앞에 쓰이거나 외부 파

트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프

일로 추가될 수도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대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양

로그래밍 언어

식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생성되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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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웹 폼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다양한 HTML 이벤트가 HTML 태그의 속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그
중 가장 자주 쓰이는 몇 가지이다.
속성

설명

onload

HTML 페이지를 로딩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속성은 <body>
태그 사이에서 사용된다.

onsubmit

사용자가 폼을 제출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속성은 <form>
태그 사이에서 사용된다.

onkeypress

사용자가 키보드의 키를 누를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onclick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클릭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ondblclick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더블클릭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onmouseover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구성 요소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다음은 버튼이 있는 간단한 HTML 페이지이다. onclick 이벤트가 messageBox()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의 역할은 알림창이
주어진 텍스트와 함께 나타나도록 만드는 내장 알림(alert) 함수를 호출하는 것
클릭하세요!

이다.
<html>

JavaScript Alert

<head>
<script type="text/Javascript">

우와!

function messageBox(){

OK

		alert("우와!");
}
</script>
</head>

중괄호({ })는 함수의 시작 및 종료 지점을
나타낸다.

<body>
<input type="button" value="클릭하세요!"
onclick="messageBox();">
</body>
</html>

IT-컴퓨팅하기
6.1.5
IT-컴퓨팅하기 6.1.4에서
프로그래밍한 가입 페이지
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

자바스크립트의 행은 언제나 세미콜론 부호(;)로

성하세요. 양식이 제출되면

끝난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onsubmit 이벤트를 사용

구별한다.

해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
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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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 서버 측 스크립트

웹 폼에서 데이터 검증하기
자바스크립트와 이벤트 핸들링(event handling)을 사용해 웹 폼을 제출하
기 전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다. 폼 데이터를 확인한 뒤 불 값(Boolean value)
을 돌려 주는 검증 함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return
functionName()과 같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만약 functionName
의 값이 false로 돌아온다면 페이지가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form> 태그의 onsubmit 이벤트가 검증 과정을 담당한다.
사용자가 필수 상자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채웠는지, 유효한 이메일 주소
를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메일을 검증하는 자바스크립트 함
수의 예시이다.
function validateEmail(){
var x = document.forms["myForm"]["email"].value;

@ 부호의 위치를
찾는다.

var atpos = x.indexOf("@");
var dotpos = x.lastIndexOf(".");

마지막 마침표의
위치를 찾는다.

Ⅱ는 자바스크립트의
OR 연산자이다.

if (atpos<1 || dotpos < atpos + 2 || dotpos + 2 >= x.length)
		alert("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return false;
}

페이지 제출을 종료한다.

else {

		return true;
}
}
그리고 다음은 onsubmit 이벤트로 함수를 호출하는 HTML 폼의 예시이다.
<form id="mainForm" name="mainForm" method="post"
action="receiveData.php" onsubmit="return
validateEmail();">

IT-생각하기
6.1.6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validateEmail()을 살펴봅시다. 이 함
수는 사용자가 유효한 이메일을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순서도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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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웹 폼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IT-계획하기
6.1.7
IT-컴퓨팅하기 6.1.4에서 프로그래밍한 가입 페이지를 보고, 사용자가 ‘제출’을
클릭한 시점과 데이터가 서버에 제출되기 전 시점 사이에 사용자가 제출한 정보를
어떻게 검증할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유사한 표를 사용해 여러분의 생각을 표
현해 보세요.
요소 유형

요소 ID

검증

text

username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text

email

유효한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한다.

IT-컴퓨팅하기
6.1.8
IT-계획하기 6.1.7에서 계획한 가입 양식을 검증하는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를 프로그래밍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6.1.9
IT-컴퓨팅하기 6.1.8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디버깅하세요. 테스트 표에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세요.
테스트

예상 결과

실제 결과

결과

성(Surname)이
입력되지 않음

알림창이
나타나며
사용자는
OK를
클릭하고
성을
입력함.

알림창이
나타났으며
사용자가
OK를
클릭하고
성을
입력했음.

통과

캡처 화면
양식 제출

성

JavaScript Alert
성을 비워 둘 수 없습니다

OK

▲ 테스트 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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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 서버 측 스크립트

6.2

웹 서버와 서버 측 스크립트

웹 서버
웹 서버란 웹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컴퓨터
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IP 주소, www.google.co.kr처럼 생긴 도메인
이 있어야 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가
백만 개 넘게 있다.

▲ 구글의 수많은 서버 룸(server room) 중 하나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나면 보통은 사이트를 호스팅한 업체에 비용을 지급

IT-계획하기

하게 된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웹 사이트에 접속할

6.2.1

수 있도록 웹 호스팅 업체의 서버에 페이지를 업로드하고, 업체는 문제가 생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호

길 것을 대비해 여러분의 웹 사이트 데이터를 백업하고 사이트가 항상 잘 돌

스팅하는 웹 호스팅 업체를

아가도록 한다.

세 곳 찾으세요. 그다음 서버

웹 사이트를 개발하는 도중에는 사람들이 중간 과정을 보지 않는 것이 좋으

측 스크립트 언어인 PHP를

므로, 보통은 로컬 기기에서 작업을 한 다음 웹 서버에는 완성되거나 업데이

작동해 봅시다. 어떤 업체를

트가 완료된 페이지를 올리게 된다.

사용할지 선택하고 왜 그 선
택을 했는지 설명하세요

HTML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사이트를 개발한다면 사이트를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없이 컴퓨터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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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웹 서버와 서버 측 스크립트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PHP, ASP 등의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실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웹 서버로 사용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로컬 웹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 로컬 서버
에 있는 웹 페이지를 로컬 컴퓨터에서 보려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
다.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일 때 개발 중인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url을 로컬
호스트(localhost)라고 한다.

▲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한 로컬 호스트 웹 서버

WampServer와 EasyPHP는 컴퓨터가 웹 서버 역할을 하도록 할 때 가
장 자주 쓰이는 소프트웨어인데, 모두 오픈 소스이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XAMPP 역시 오픈 소스인데 소프트웨어에서 웹 서버와 USB 드라이브에 호
스팅된 웹 페이지를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6.2.2
컴퓨터나 USB 드라이브에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하세요.

서버 측 스크립트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

서버 측 스크립트는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웹 사이트 코드이며, 클라이언트

트 url에 접속해 서버가 잘

의 기기에 전달될 웹 페이지의 콘텐츠를 다룬다. 즉 클라이언트 기기에서 웹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응답하기 전에 HTML 페이지 안에
있는 서버 측 코드가 먼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웹 페이지에 서버 측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웹 서버에 제출된 데이터
는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기 전에 항상 평가 과정을 거친다. 클라이언트 측에
되돌려진 HTML의 내용을 맞춤 조정하여 웹 페이지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정보를 보게 할 수도 있다.

핵심 용어
서버 측 스크립트(Serverside script): 웹 서버에서 작
동하는 웹 사이트 코드. 클라이
언트의 기기에 전달될 웹 페이
지의 콘텐츠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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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 서버 측 스크립트

1. 사용자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출한다.

4. 서버 측 스크립팅:
데이터를 처리한다.

5.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2.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팅: 세부 사항이
검증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베이스

3. 사용자의 세부 정보가 전송된다.

6. 서버 측 스크립팅: HTML

클라이언트 기기

7. HTML 응답이 전송된다.

응답을 처리한다.
웹 서버

▲ 서버 측 스크립트가 작동할 때

서버 측 스크립트가 포함된 웹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html 확장자가 사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사이
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 통
신은 하이퍼텍스트 통신 규약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즉 HTTP에 따라 이루어진다.

용되지 않는다. 대신 웹 서버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 주는 확장
자가 사용된다. 다음은 가장 흔히 쓰이는 서버 측 언어 목록이다.
Language (스크립트 언어)

Extension (확장자)

ASP

*.asp
*.jsp

Java

*.cgi

Perl

*.php

PHP

*.py

Python

PHP 서버 측 스크립트
기본 사항
HTML 코드의 어느 위치라도 PHP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PHP에서 특정
섹션을 열려면 <?php를 사용하며 스크립트 작성을 끝낸 다음에는 ?>로 닫는다.
자바스크립트에서처럼 PHP 코드에서 행 마지막에 세미콜론 부호(;)를 붙인다.

IT-컴퓨팅하기
6.2.3
PHP의 echo 함수를 사용
해 웹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
름을 출력해 보세요. 웹 사
이트가 제대로 업로드되었
는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
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간단한 PHP 코드는 웹 페이지에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출력할 것이다. 만약 웹 서비스가 준비되었고 잘 작동되는 상황이라면 이 코
드를 써서 테스트하면 좋다.
<html>
<body>
<?php

echo "Hello World";

?>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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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웹 서버와 서버 측 스크립트

PHP에서 문자열을 하나로 이으려면 마침표(.)를 사용한다. 따라서
echo "Hello." ".World";
는 94페이지의 코드와 같은 결과를 출력한다.
PHP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므로 echo라는 함수는 Echo와는 별개의 함수로
인식된다. PHP 코드에 HTML 태그를 넣어 출력값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cho "Hello<br/>World";
는 전혀 다른 결과를 출력한다.

변수 선언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 모든 변수는 이름 앞에 $를 사용
하여 선언한다.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이름에 빈 칸이 있으면 안
된다.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6.2.4

6.2.5

다음 코드에서

a) ‘$num1’과 ‘$num2’라는 두 변수를

$name = "Simon";

정의하세요.

$x = 22;

b) 두 변수에 각각 다른 숫자를 지정하세요.

$y = 10;

c) 두 변수의 값을 곱하고 ‘$result’라는

$z = $x + $y;

세 번째 변수에 저장하세요.

변수 $z가 출력된다면 화면에는 무엇이

d) 곱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세요.

표시될까요?

함수 정의하기
PHP에서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한 문법(syntax)을 따른다.
function이라는 단어로 함수를 정의하고 만들려는 함수의 이름과 괄호
가 뒤따른다. 중괄호({ })를 사용해 함수를 열고 닫는다.

IT-생각하기

IT-컴퓨팅하기

6.2.6

6.2.7

다음 코드에서
function addTwoNumbers($x, $y){
return $x+$y;

a) multiplyTwoNumbers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 함수에는 변수가 두 개
있어야 합니다.

}

b) 두 변수를 곱한 다음 결과를 돌려주세요.

$x = 17, $y = 32인 경우 addTwoNumbers

c) 함수를 호출하고 화면에 결과를 출력하여

함수는 어떤 결과를 돌려줄까요?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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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
조건문은 구조가 함수와 비슷하다. ‘if’, ‘elseif’ 또는 ‘else’로 시작하고 다음
으로 (‘if’나 ‘elseif’로 시작했을 경우) 괄호 안에 조건이 온다. 조건문을 열고
닫을 때는 중괄호({ })를 사용한다.
PHP에는 다음과 같은 비교 연산자가 있다.
비교 연산자

의미

<

…보다 작다

>

…보다 크다

<=

…보다 작거나 같다

>=

…보다 크거나 같다

==

같다

!=

같지 않다

PHP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 연산자가 있다.
논리 연산자

의미

&&

AND 연산자: 피연산자 두 개가 모두 참이라면 참이
된다

||

OR 연산자: 피연산자 둘 중 하나 이상이 참이라면
참이 된다

위의 표에서 || 기호는 ASCII 문자 124번에 해당한다. 맥 키보드에서는 시프
트(shift) 키 그리고 오른쪽 끝의 리턴(return) 키 옆에 있는 ‘＼’를 함께 누르
면 입력된다.

IT-생각하기
6.2.8

다음 코드에서

if ($x>$y){
echo "X는 Y보다 크다";
} elseif ($x<$y){
echo "Y는 X보다 크다";
} else {
echo "X와 Y의 값이 같다";
}
$x = 15, $y = 16 이라면 출력값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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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웹 서버와 서버 측 스크립트

반복문
PHP에는 두 종류의 반복문이 있다. ‘while’ 문은 실행 부분을 실행하기 전
에 조건을 확인하고, ‘do…while’ 문은 코드를 한 번 실행한 다음 실행 부분을
계속 반복할지 확인한다.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6.2.9

다음 코드에서

6.2.10

$x = 0;

다음 코드에서

$y = 10;

$x = 0;

while ($x <= $y){

$y = 10;

echo $x;

}

do{

$x++;

위의 ‘while’ 문이 실행될 경우 화면에 무엇이 출력될까요?
힌트: PHP에서 ++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라는 의미입니다.

echo $x;

} while ($x < $y);
위의 ‘do…while’ 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따라서 $x++는 변수 $x에 1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IT-컴퓨팅하기
6.2.11

repeatStr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 함수에는 문자
열 변수 한 개와 정수 변수 한 개가 있어야 합니다. 정수를 함수에 전
달하면 함수에서는 해당 정수의 값만큼 반복문을 실행해야 합니다. 함
수가 반복 실행될 때마다 문자열 변수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폼을 사용해 웹 페이지에 제출한 데이터 검색하기
웹 폼이 제출되면 그 안의 데이터가 웹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 측 스크립팅

IT-컴퓨팅하기
6.2.12

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미 만든 HTML

$userName = $_POST["userName"]

여러분이 탐색하려는
HTML 요소의
이름이다.

웹 폼에서 제출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웹 페이지를 만들
어 봅시다. 데이터를 서버
측 스크립팅 변수에 저장하

위 코드는 HTML 웹 폼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id 속성인 userName으로 탐

고 화면에 출력하세요.

색하고 $userName이라는 이름의 PHP 변수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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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T-계획하기
6.3.1
사용자가 여러분이 앞에서
만든 웹 폼을 작성한 뒤 데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에서는 종종 웹 페이지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한다.

이터를 제출하면 데이터 전

데이터베이스와 웹 페이지 연동하기

부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

데이터베이스나 웹 페이지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구축하려는 데이터베이

스를 계획해 보세요. 기본
키(primary key)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 적절한 필드명
을 사용하세요.

스와 웹 폼이 있는 웹 페이지를 연동해야 한다. PHP 데이터 객체(PHP Data
Object, PDO)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다.
먼저 웹 페이지 맨 위, <html> 태그 앞에서 쓸 문자 상수(constant)를 설
정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의 위치와 이름
등은 모두 꼭 필요한 항목이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username = "admin";
$password = "4adminstr4t0r";
$host = "localhost";
$dbname = "schoolDB";
어떤 문자열 세트를 사용할 것인지도 밝혀둬야 한다. UTF-8을 사용하면
좋은데, UTF-8은 유니코드 문자 세트에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유니코드 문자 세트가 표준 ASCII 세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나 ‘C’ 등
로마자 알파벳에 없는 문자도 표현할 수 있다.
$options = array(PDO::MySQL_ATTR_INIT_COMMAND =>
"SET NAMES utf8");
사용할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변수를 넘겨주면, 변수값

IT-컴퓨팅하기
6.3.2
구축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와 폼이 제출되고 나면 데이
터를 수신하는 웹 페이지를
연동하세요.

이 $db라는 PDO를 만드는 데 사용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다.

$db = new PDO("mysql:host={$host};dbname={$dbname};
charset=utf8", $username, $password, $options);
다음 함수를 사용해 세션을 시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session_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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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PHP 서버 측 스크립트와 SQL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하기
구축하려는 데이터베이스와 웹 페이지를 연동하고 나면 PHP 서버 측 스크
립트와 SQL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SQL은 구조화
질의 언어(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을 때 사용되며, PHP 서버 측 스크립트는 SQL 명령어를 실행해 데이터베
이스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테이블 만들기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 테이블이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 테이블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둔 것인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어느 나라에 관한 데이터 모
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REATE TABLE table_name
(

field1 data_type(size),
field2 data_type(size),
field3 data_type(size),
…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SQL 명령어를
정의하고 PHP에서 $sql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
$sql = "CREATE TABLE countries
(

countryID int,

countryName varchar(25),
population int,

continent varchar(25)

SQL문(statement)을 통해 ‘countries’라는 테이블을 만든다.
이 테이블에는‘countryID(국가 코드)’, ‘countryName
(국가명)’, ‘population(인구)’, ‘continent(대륙)’이라는
네 개의 필드가 있다. 필드명 다음에 각 필드의 데이터 유형이
오며, 테이블을 만든 PHP 코드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필드의 최대 문자 수도 지정했다.

);"

다음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PHP 스크립트에서 실행 가능한 SQL
함수를 준비한다.
$stmt = $db->prepare($sql);
$stmt->execute();

아래 표는 주요 MySQL 데이터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 유형

설명

varchar(size)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변수 길이의 문자열

int

float
date

datetime

정수
소수점이 붙은 숫자
다음 양식으로 날짜 표기: YYYY-MM-DD
다음 양식으로 날짜와 시간 표기: YYYY-MM-DD HH:M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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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 서버 측 스크립트

데이터 삽입하기
웹 클라이언트가 제출한 데이터를 웹 서버가 수신하고 나면 서버에서는

IT-컴퓨팅하기
6.3.3

INSERT INTO라는 SQL문을 사용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
한다.
서버 측 변수에 제출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이블에 삽입될 수 있도록 변수

PHP 서버 측 스크립트와

를 SQL에 추가된다. 이 코드는 다시 테이블을 생성한 SQL과 마찬가지의 방식

SQL을 사용해 웹 서버에

으로 실행된다.

제출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INSERT INTO table_name(field1, field2, field3, …)
VALUES(value1, value2, value3, …);
$countryName = $_POST["countryName"];
$population = $_POST["population"];
$continent = $_POST["continent"];

IT-컴퓨팅하기
6.3.4
HTML 폼에서 제출된 데이
터를 여러분이 만든 테이블
에 삽입하세요.

제출된 데이터를
탐색한다.

$sql = "INSERT INTO countries(countryName,
population, continent))
VALUES(:countryName, :population, :continent);
$query_params = array(":countryName"=>$countryNa
me,
":population" => $population,
":continent" => $continent);
$stmt->execute($query_params);

데이터를 배열(array)에
두고 SQL로 전달한다.

데이터 탐색하기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나면 데이터를 다시 찾을 방법도 필요
하다.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새로운 웹 페이지가 있어서, 이 페이지
에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탐색하려면 SELECT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SELECT field1, field2, …
FROM table_name;
$sql = "SELECT countryName, population, continent
FROM countries";
위의 구문은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돌려준다.
그러나 항상 모든 레코드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레코드가 존
재하는지만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SQL에 ‘WHERE’ 조건문
한 줄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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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다음의 SQL에서는 ‘국가명’ 필드가 ‘일본’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돌려줄 것
이다.
$sql = "SELECT countryName, population, continent
FROM countries

WHERE countryName = '일본'";
$stmt = $db->prepare($sql);
$stmt->execute();

같은 방식으로 SQL을 실행하지만, 이번에는
레코드를 인출(fetch)하여 변수 $row에 둔다.

$row = $stmt->fetch();
특정 레코드를 돌려받고 나면 echo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를 바로 출력할 수
있다.
echo $row['countryName']." ".$row['population'].
" ".$row['continent'];

이렇게 하면 다음 데이터가 페이지에 출력된다.

일본 127341000 아시아

하지만 다수의 데이터를 돌려받아 그 전부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도 있
는데,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반복문을 사용하면 된다.
for($i=0; $row = $sql->fetch(); $i++){
print $row['countryName']." ".
}

$row['population']." ".$row['continent']."<br/>"

도전 과제

이번 단원 처음에 소개했던 도전 과제를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웹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SQL을 사용하여 데
이터를 검색한 뒤 화면에 결과를 보여 주는 서버 측 스크립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웹 페
이지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삽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 도전 과제를 완성
해 보세요.

IT-컴퓨팅하기
6.3.5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하는 웹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SQL을 사용해 데이터를 검색한 뒤 화면에 결과를 보여 주는 서버 측 스크립트 페이지를 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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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도전 과제
디지털 방범 알람을 설치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7.1

핵심 용어

스위치와 게이트

스위치 온(ON)
여러분은 전기 스위치를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한다. 그 스위치 중 일부는 회

스위치(Switch): 전기 회로를
통해 전류를 잇거나 끊는 장치

로를 잇거나 끊는 작동을 하는 기계 장치일 것이다. 전기 스위치는 컴퓨터의 데
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여러분은 과학 수업 시간에 이미 전기 회로에 대해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스위치는 열려 있거나 닫혀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사실 스위치가 켜져 있
는지 꺼져 있는지 가리키는 표현은 다양하다. 다음 표에 해당 표현이 정리되
어 있다.

스위치 ON (켜짐)

스위치 OFF (꺼짐)

closed (닫힘)

open (열림)

1

0

high (높음)

low (낮음)

true (참)

false (거짓)

스위치를 전기 회로가 설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비유해 볼 수도 있다. 회
로의 ON/OFF 여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입력하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스위치가 결합하면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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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스위치와 게이트

은행 금고 열기

전원

모터

M

부도덕한 직원이 은행 금고를 털어가지 않도록 은행 금고에는 전자식 자물
쇠가 설치되어 있다. 금고의 문을 여는 모터는 직원 두 명이 방범 스위치 한 쌍
을 동시에 닫아야만 스위치가 켜진다. 방범 스위치란 작동에 열쇠가 필요한
스위치이다.
오른쪽의 회로 다이어그램을 보면 스위치를 하나만 닫아서는 회로가 작동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치 A와 B가 모두 닫혀야 금고를 여는 모
터에 전원이 들어온다.

스위치 A

스위치 B

▲ 은행 금고의 전자식 자물쇠를
나타내는 회로 다이어그램

IT-컴퓨팅하기
7.1.1

계단 위에 전등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불을 켜고 계단을 올라
가 위에서 불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불을 다시 켤 수도 있어야 합니다.

a) 다음 부품을 사용해 계단 조명 회로를 모델링해 보세요.
3V 전원
전등 (3V 전원에 맞아야 한다)
단극 쌍투형(SPDT: single pole double throw) 스위치 2개
연결 전선

◀ 단극 쌍투형(SPDT) 스위치의 회로 기호.
SPDT 스위치에는 접점 또는 극(pole)이
한 개 있는데, 이 극이 다른 접점(throw)
두 개 사이에서 스위치 동작을 한다. 그래
서 ‘double throw’라는 이름이 붙는 것
이다. 둘 중 어느 위치에서도 회로를 여닫
는 스위치 동작을 할 수 있다.
b) 계단 조명의 작동 방식을 보여 주는 회로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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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IT-컴퓨팅하기
7.1.2

빨랫줄에 전기 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랫줄을 내보내 바람에 빨래를
말리고, 다 마르고 나면 줄을 다시 거둬들이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모터 제
어 스위치에는 앞으로, 뒤로, 그리고 정지라는 세 종류의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쌍극 쌍투형(DPDT: Double Pole Double Throw)
스위치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 모터를 장착한 빨랫줄

M
모터

B

A

D

C
E

F

E

A

C
F
D
B

3V
▲ DPDT 스위치의 와이어링(wiring) 다이어그램과 스위치 사진
DPDT 스위치에는 접점이 여섯 개 있습니다.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를 A~F로 나타냅니다. D는
항상 +(positive), C는 항상 -(negative)입니다. B가 +이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B가 -이면 모터
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a) 스위치가 위에 있으면 D는 B에, C는 A에 연결됩니다.
i) 이때 B는 +일까요, -일까요?
ii)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b) 스위치가 아래에 있으면 D는 F에, C는 E에 연결됩니다.
i) 이때 B와 E는 +일까요, -일까요?
ii)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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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스위치와 게이트

논리 게이트
디지털 논리는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을 이루며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고 싶

핵심 용어

다면 디지털 논리와 디지털 회로를 잘 알아야 한다.
103쪽의 은행 금고 사례에서 보았듯 전기 회로는 ‘문지기(게이트 키퍼, gate
keeper)’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 금고를 열려면 방범 스위치 A와 방범 스위
치 B가 동시에 둘 다 닫혀야 한다.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회로가 예상

디지털 논리(Digital logic):
불 대수 규칙을 따르는 논리의
일종
논리 게이트/논리 회로(Logic

가능하고 신뢰적이며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논리 게이트(논

gate): 불 연산 함수를 전자적

리 회로)라고 한다.

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 디지

논리 게이트에서는 간단한 논리 함수를 수행한다. 논리 게이트는 지금의 컴

털 집적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퓨터를 구성하는 회로를 포함해 모든 디지털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논리 게이트는 불 연산 규칙을 따른다. 즉 입력값은 이진수(0이나 1)이고 입력
값이 출력값을 결정한다. 출력값 역시 이진수이다.

A

AND

출력

OR

출력

NOT

출력

B

A
B

A

▲ 회로 다이어그램에서 AND, OR, NOT 논리 게이트를 나타내는 기호
디지털 회로는 한 개 이상의 전자 논리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회로
를 불(Boolean) 회로라고도 하는데 논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정 논리 게이트에 입력되는 다양한 입력값과 그에 따른 출력값은 진리표
(truth table)에 기록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IT-생각하기 7.1.3의 예

핵심 용어
디지털 회로(Digital circuits):
논리 게이트에 따라 작동하는
전기 회로

시 표를 보면 스위치 A와 B가 입력값, 전등이 출력값이다. 열린 스위치를 ‘0’
으로, 닫힌 스위치를 ‘1’로 표시한다. 전등이 켜져 있으면 결과를 ‘1’로, 꺼져 있
으면 ‘0’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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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IT-생각하기
7.1.3

회로 다이어그램을 보고 전등 출력이 ‘1’인지 ‘0’인지 나타내는 ‘출력’ 열을 완성하세요. 아래의 AND 게이트
및 OR 게이트 진리표 양식을 사용하세요.
a) AND 게이트

AND 게이트
A

B

0

0

0

1

1

0

1

1

3V
A

출력

B

b) OR 게이트

OR 게이트
A

B

0

0

0

1

1

0

1

1

3V
A

출력
B

가장 간단한 게이트는 NOT 게이트이다. 인버터 회로(inverter)라고도 하며,
입력값을 거꾸로 뒤집기(invert) 위해 다른 게이트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즉 NOT 게이트의 입력값이 ‘on’이라면 출력값은 ‘off’이고, 입력값이
‘off’라면 출력값은 ‘on’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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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스위치와 게이트

NOT 게이트의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

NOT 게이트
A

출력값

1

0

0

1

NOT 게이트가 AND 게이트와 결합한 결과물인 NOT AND 게이트는 보통
줄여서 NAND 게이트라고 한다. NOT 게이트가 OR 게이트와 결합하면 그 결
과물은 NOR 게이트라고 한다.

A

NAND

B

출력

A

출력

NOR

B

▲ 회로 다이어그램에서 NAND와 NOR 논리 게이트를 나타내는 기호. 오른쪽에 있는 작은 원은
NOT 게이트(인버터 회로)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IT-생각하기
7.1.4

불 로직을 적용해 NAND와 NOR 게이트의 진리표를 작성하세요. 아래 진리표 양식을 사용하세요.
위 다이어그램에 있는 게이트 기호를 참고하세요.

2개의 입력 NAND 게이트

A

B

0

출력

2개의 입력 NOR 게이트

A

B

0

0

0

0

1

0

1

1

0

1

0

1

1

1

1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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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7.2

핵심 용어

반도체

밸브에서 트랜지스터로
콜로서스(Colossus) 같은 초기 컴퓨터에서는 열이온 밸브를 수천 개 사용

트랜지스터(Transistor): 반도
체의 일종으로 전력을 제어하는

했다. 이 밸브는 밀폐된 용기였는데, 보통 관 모양으로 생겼고 유리로 만들어

역할을 한다. 모든 디지털 회로의

졌으며 불 연산을 수행했다. 이것을 진공관이라고 하는데 진공관은 전력을 많

기본 구성 요소이다.

이 소모했고 깨지기 쉬웠다. 전류가 진공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열 때문이

반도체(Semiconductor): 반도

었다. 콜로서스의 설계자인 토미 플라워스(Tommy Flowers)는 콜로서스를

체 물질로 만든 장치. 반도체 물
질 중 대체로 실리콘이 사용되지
만 때로는 갈륨 비소 등도 사용
된다.

켜고 끌 때 유리관이 깨지기 쉽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콜로서스는 항
상 켜진 상태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새로 등장한 제2세대 컴퓨터에는 무겁고 불안정한 진
공관 밸브 대신 고체 상태의 트랜지스터가 쓰이게 되었다. 그 이후 트랜지스
터 형태의 반도체는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컴퓨터화된 기기
또는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는 트랜지스터가 반드시 있다.

▲ 콜로서스 회로망 중 일부분. 수백 개의 밸브 중 일부의 모습이다. 또한 밸브를 자주
교체해야 했다.

1947년 존 바딘(John Bardeen), 월터 브래튼(Walter Brattain), 윌리엄 쇼
클리(William Shockley)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했다. 전기 회로의 기본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가 없다면 라디오, TV, 휴대 전화, 컴퓨터 중 그 무엇도 없
을 것이며, 제어 시스템이나 의료용 전자 기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
지스터는 아마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일 것이다. 트랜지스터의 발명
가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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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반도체

▲ 다양한 종류의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일종인데, 반도체 물질(일반적으로는 실리콘)로 만
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물질은 절연 물질보다는 전기를 더 잘 전달하지
만, 도체보다는 덜 전달한다. 트랜지스터에는 회로에 연결하는 ‘다리’가 세 개
있다. 이 연결 단자를 각각 컬렉터(collector), 베이스(base), 이미터(emitter)
라고 한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방식으로 작동한다. 트랜지스터가 열려 있으면 그 안
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전류가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연결된 상태
에서 닫으면 전류가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서 흐르게 된다.
트랜지스터 출력에는 다음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컬렉터

고압(High voltage) 상태: 전류가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고 출력이 1이
되는 상태. 정확한 출력 전압은 전원 전압에 좌우된다.

베이스

저압(Low voltage) 또는 무전압·영전압(zero voltage) 상태: 출력하기에
는 전압이 너무 작아서 출력이 0이 되는 상태이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로 열 수 있는 ‘게이트(문)’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논리 회

이미터

로는 트랜지스터에 기반을 둔다.

▲ 트랜지스터 회로 기호

경고!
반도체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뜨거울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CPU가 데이터 처리 시 과열되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는 선풍기인 냉각 팬(cooling fan)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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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데이터 처리
디지털 회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트랜지스터가 논리 게
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NOT
게이트를 통해 알아보자.
아래의 회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자.

A

B

6V

6V
입력 O

입력 1

680Ω
전선

C

컬렉터

10kΩ

B

출력 1

680Ω

전선

C

컬렉터

BC 548
10kΩ

베이스

B

출력 0

BC 548

베이스

E

E

이미터

이미터

LED 켜짐

0V

LED 꺼짐

0V

주황색 전선은 입력에 해당하며, 10kΩ 저항을 통해 트랜지스터 베이스
에 연결된다. 저항은 회로를 통과하는 전류를 감소시킨다. 저항의 단위는 옴
(ohm) 또는 Ω이며, kΩ은 킬로옴(kilohm)이라고 읽으며 1000옴에 해당
한다.
회로 A에서 출력은 ‘1’이며 LED는 켜진 상태이다.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
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입력이 낮거나 ‘0’이어서 트랜지스터에는 전류

핵심 용어

가 흐르지 않고, 대신 LED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된다.
회로 B에서 트랜지스터 베이스는 10kΩ 저항을 통해 6V 전원에 연결되어

브레드보드(Breadboard):
전기 회로를 설계하는 판으로
납땜이 필요하지 않다.

있다.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들어오면 트랜지스터에도 전류가 흐
르게 된다. 따라서 합선이 일어나고, 전류는 LED를 통해 흐르지 않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출력은 ‘0’이며 LED는 꺼진 상태이다.
이 회로는 인버터 또는 NOT 게이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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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반도체

IT-컴퓨팅하기
7.2.1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
니다. NOT 게이트 계획도를 보고 직접 브레드보드에 만들어 보세요.
먼저 트랜지스터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트랜지스터에는 와이어(wire) 또
는 ‘다리’가 세 개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다리가 컬렉터(C)이고 어느 다리가
베이스(B), 이미터(E)인지 구별하세요.
브레드보드 계획도에서 이미터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베이스, 세 번째가 커넥터입니다.
전선 연결점

C
B
E

6V
전선
680Ω
저항

10kΩ
저항

BC 548

LED
GND

▲ NOT 게이트 회로의 브레드보드 계획도.

▲ 브레드보드에 만들어 본 NOT 게이트 회로

브레드 보드란 납땜할 필요 없이도 전기 회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판이다. 위의 그림에서
‘GND’는 ‘ground’의 약자로 ‘접지’를 뜻한다.
(‘earth’라고도 한다.)
회로를 완성하고 나면 6V 전원에 연결하세요. 게이트를 테스트하려면 입력을 고압 또는 ‘1’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플라잉 리드(flying lead: 전선의 한 종류)를 연결점에서 6V 전원에 연결하면 됩니다. LED를 보고 출
력이 ‘1’(LED 켜짐)인지 ‘0’(LED 꺼짐)인지 확인하세요.
이제 전선 연결을 해제하여 입력을 저압
또는 ‘0’으로 만드세요. LED를 보고 출력
이 ‘1’(LED 켜짐)인지 ‘0’(LED 꺼짐)인지
확인하세요.
NOT 게이트의 진리표를 완성해 보세요.

NOT 게이트
A
1

출력
A

NOT

출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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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IT-컴퓨팅하기
7.2.2

다음은 전자 부품을 사용해 만든 논리 게이트의 회로 다이어그램과

6V

브레드보드 계획도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10 kΩ
BC 548

전선 연결점

10 kΩ

BC 548

10 kΩ
저항

6V

전선 A

BC 548

전선 B

BC 548

LED
GND

10 kΩ
저항

a) A 전선이 6V 전원에 연결되면 LED가 켜질까요, 꺼질까요?
b) B 전선이 6V에 연결되면 LED가 켜질까요, 꺼질까요?
c) 두 전선이 모두 6V에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d) 두 전선이 모두 6V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e) 이 회로는 무슨 게이트일까요?
f) 이 게이트의 진리표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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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반도체

IT-컴퓨팅하기
7.2.3

다음은 전자 부품을 사용해 만든 논리 게이트의 회로 다이어그램과 브

6V

레드보드 계획도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10 kΩ

BC 548

전선 연결점
10 kΩ
BC 548

10 kΩ
저항

6V

전선 A

BC 548

전선 B

BC 548
LED

GND

10 kΩ
저항

a) A 전선이 6V 전원에 연결되면 LED가 켜질까요, 꺼질까요?
b) B 전선이 6V에 연결되면 LED가 켜질까요, 꺼질까요?
c) 두 전선이 모두 6V에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d) 두 전선이 모두 6V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e) 이 회로는 무슨 게이트일까요?
f) 이 게이트의 진리표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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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7.3

집적 회로

마이크로칩의 등장
콜로서스 등의 제1세대 컴퓨터에서는 진공관 밸브를 논리 게이트로 사용했
다. 이 밸브는 엄청난 열을 생산했으며 무겁고 매우 불안정했다. 쉽게 과열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야 했다.
제2세대 컴퓨터는 밸브가 아니라 개별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설계되었다.
트랜지스터와 자심 기억 장치(magnetic memory core) 수천 개로 채워진 보

▲ 1세대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
역할을 했던 진공관 밸브

드가 컴퓨터에 들어 있었다.
제3세대 컴퓨터의 발전은 트랜지스터가 표면에 결합한 작은 실리콘 칩에

핵심 용어

좌우되어 왔다. 처음에는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만 있었다. 현재는 칩
하나에 아주 작은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 붙어 있다. 이런 회로를 집

집적 회로(IC, Intergrated

적 회로(IC) 또는 마이크로칩(microchip)이라 한다. 1952년에 제프리 더머

circuit): 실리콘 칩 위에 다량

(Geoffrey Dummer)가 실리콘 칩 위에 집적 회로를 만든다는 발상을 처음

의 디지털 회로가 결합해 있는
것. 집적 회로를 ‘마이크로칩’이

했지만, 1954년에 실제로 처음 실리콘 칩을 만든 사람은 잭 킬비(Jack Kilby)

라고도 한다.

였다. 로버트 노이스(Robert Noyce)가 킬비의 칩을 더 발전시켰고, 킬비와
노이스가 마이크로칩의 공동 발명자로 평가받고 있다.

▲ 555 집적 회로(IC). 555 IC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만 있는 아주 간단한 마이크로칩이다.
일반적으로는 타이머나 펄스 발전기로 사용되지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다른 부품 몇 가지와 결합하면 광범위한 전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초보자가 처음 사용하기에 딱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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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집적 회로

집적 회로의 사용 용도
세탁기부터 휴대 전화, 신호등,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집적 회로는 오늘날
의 모든 전자 기기에 사용된다. 이런 전자 기기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소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적 회로
(IC)가 발전하면서 전기 기술자들이 같은 공간에 점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집적 회로(IC)에는 손톱 크기의 실리콘
칩 위에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 들어간다. 회로의 칩 하나가 수십 나노미터
크기이다.

IT-생각하기
7.3.1

나노미터는 무엇일까요? 조사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세요.

아래의 555 집적 회로는 타이머 회로이다. CPU는 명령어 코드를 매우 정확
하게 연속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키는 것이 프로세서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이 회로에서 파란색 버튼이 눌리면 LED가 같은 간격을 두고 깜박
이거나 소리를 낸다. 깜박이는 간격은 콘덴서 값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작 버튼

27 kΩ

9V

100 kΩ

551 IC

1 kΩ
0V

LED

10μF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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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IT-컴퓨팅하기
7.3.2

a) 집적 회로를 돋보기로 살펴보세요. 마이크로칩은 플라스틱 덮개
안에 접합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이 왜
플라스틱 덮개 안에 접합되어 있을까요?
b) 집적 회로를 직접 그려 보고 아래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그다음 해당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해
보세요.
마이크로칩 겉면의 검은색 플라스틱 덮개
제조사 로고
덮개 맨 위의 부품 번호
덮개 밖으로 줄이어 돌출해 있는 금속 핀. 여러분의 IC에는
핀이 몇 개 있나요?
IC 덮개 한쪽 끝의 작은 점 등의 표시 또는 움푹 들어간 곳

덧셈하기
지금까지 디지털 회로가 간단한 이진수 입력 및 출력의 형태로 데이터를 처
리하는 과정을 배웠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진수 입력값이 여러 개 있는 데
이터를 다루려면 복잡한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할까?
사실 CPU가 하는 일은 이진수를 더하는 일밖에 없으며, ‘반가산기’라 불리

핵심 용어

는 디지털 회로가 이 간단한 계산을 수행한다. 논리 게이트 다섯 개로 반가산
기(half adder) 하나를 만든다. 반가산기는 입력 두 개(A와 B) 그리고 출력 두

가산기(Adder): 이진수(비트)의
덧셈을 수행하는 디지털 회로

개(S와 C)로 구성된다. S는 두 이진수의 합이며 C는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올림수·캐리(carry)이다.

A
B
S

C

▲ 반가산기 논리 회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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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집적 회로

IT-컴퓨팅하기
7.3.3

입력

출력

A

B

0

0

a) 지금까지 배운 논리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1

0

b) 오른쪽 진리표의 S(합)과 C(자리올림수) 출력 부분을 작성하세요.

0

1

1

1

반가산기 논리 회로 다이어그램을 알아봅시다.

힌트: 오른쪽의 반가산기 논
리 회로 다이어그램에서 × 표
시된 곳에 입력값 및 그에 따

C

S

A
B

S

른 출력값을 써 보세요.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반가산기의
처리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인

C

데, 불 연산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 반가산기로 직접 덧셈을 해 보며 입력값 덧셈이 올바로 되는지 확인하세요.

반가산기 두 개를 결합해 전가산기(full adder) 하나를 만든다. 전가산
기에는 A, B, Cin이라는 세 개의 입력이 있다. A와 B는 덧셈의 대상이

A

되는 이진수이며 Cin은 이전 단계의 덧셈에서 나온 자리올림수(carry)

B

이다. 출력은 두 개인데, S는 입력 세 개의 합이며 Cout는 자리올림수이

S

Cin

다. A, B, Cin 세 이진수를 더하면 0, 1, 2(자리올림수)가 나오거나 3(합

Cout

+자리올림수)이 나온다.

▲ 전가산기 회로 기호

이렇게 한 자리 이진수 두 개를 더
하는 디지털 회로 형태의 기본적인
계산 장치가 있다면 그다음은 규모

IT-컴퓨팅하기

의 문제일 뿐이다. 컴퓨터의 핵심인
CPU는 매초 수백만 개의 계산을 수
행하는데 이와 같은 회로가 수백만
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컴퓨
터가 매우 지능이 높고 복잡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도의
문제이다.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의

7.3.4

오른쪽 전가산기
진리표를 완성하세요.

A

B

Cin

0

0

0

1

0

0

0

1

0

0

0

1

1

1

0

1

0

1

0

1

1

1

1

1

S

Cout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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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7.4

핵심 용어

회로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메모리 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때는 계산 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계산을 정확하

주기억 장치(Main memory):
CPU가 프로세싱 과정에서 빠르

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계산과 숫자를 기억하고 계산 과정을 계속 머릿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기

속으로 따라가야 한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다

억 장치.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만 CPU는 이진수를 사용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작업 처리를 위

회로(메모리 셀)로 구성되어 있다.
래치(Latch): High와 Low라는
두 종류의 안정적 상태 중 한 상
태로 존재하는 회로. 리셋 전에는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해 재빠르고 제대로 작동하는 기억 장치가 있어야 한다. 프로세싱 과정에서 사
용되는 기억 장치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읽고 써야 한다. 이 장치를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라 하는데, 메모리 셀(memory cell)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주기억 장치는 CPU가 프로세싱 과정에서 빠르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전자 메모리 셀을 래치 또는 플립 플롭(flip-flop)이라고도 한다. 래치란
High와 Low라는 두 종류의 안정적 상태 중 한 상태로 존재하는 회로를 가리
키며, 리셋 전에는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래치 회로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이해하려면 기억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
위인 1비트 전자 메모리 셀을 살펴봐야 한다. 메모리 셀마다 데이터가 1비트
씩 저장된다. 즉 이진수 한 개, ‘1’ 또는 ‘0’만 저장되는 것이다. 데이터가 메모
리 셀에 저장되고 나면 다른 데이터로 덮어씌우기 전까지는 계속 안정적인 상
태로 유지된다.

▶ 사람의 뇌에서 전두엽 영역이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을
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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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회로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IT-생각하기
7.4.1

다음 래치 회로를 살펴보세요. 트랜지스터 두 개가 서로 교차 연결되어 있습니다. T1의 컬렉터가 T2의 베이
스에, T2의 컬렉터가 T1의 베이스에 연결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출력 ‘Q’가 low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달리 말하면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
다. 논리적 추론을 통해 아래 나열된 각 과정의 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골라 보세요.
기억 장치(메모리)에 데이터 1비트를 저장하려면, 셋(Set) 스위치는 닫혀 있어야 하고,
T1 베이스는 (low/high) 상태
T1는 (동작한다/동작하지 않는다)
출력 Q는 (켜짐/꺼짐)
그다음 전류가 T2 베이스로 흐르면,
T2는 (동작한다/동작하지 않는다)
출력 Q는 (켜짐/꺼짐)

6V

T1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는
(low/high) 상태

출력 Q

출력 Q

10 kΩ

10 kΩ
1 kΩ

1 kΩ

T1

T2

BC 548

BC 548

set

reset

GND

▲ 간단한 래치 회로

IT-생각하기
7.4.2

리셋 스위치가 닫히면 회로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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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IT-컴퓨팅하기
7.4.3

a) 브레드보드와 IT-생각하기 7.4.1 래치 회로 다이

b) 메모리를 설정한 후 전원에서 (+) 리드를 제거하

어그램의 부품을 사용하여 래치 회로를 만들어 보

세요.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에는 어떤

세요. 어떻게 메모리를 설정(셋) 및 초기화(리셋)하

일이 일어날까요?

는지 알아보세요.
10 kΩ

1 kΩ

1 kΩ

10 kΩ

LED

LED

BC 548

BC 548

스위치)
( R e se t

6V

0V

컬렉터

이미터

Set 스위치

Reset 스위치

1비트는 작은 양의 데이터이다. 8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되고, 알파벳 하나
를 저장하는 데 1바이트가 든다는 것은 이미 배웠다.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규
모의 문제일 뿐이어서, 메모리 셀이 아주 많다면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그 전
체를 저장할 수 있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
지금까지 소형화된 트랜지스터가 모든 컴퓨터 회로의 기본 구성 요소라는 점
을 배웠다.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결합해서 불 연산 규칙을 따라 1과 0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논리 회로 또는 ‘게이트’를 만든다. 게이트를 여러 개 결합하
면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배웠듯 반가산기를 사용해

IT-생각하기

이진수 덧셈을 할 수도 있고 래치를 사용해 이진수를 저장할 수도 있다.
컴퓨터가 그렇게 빠르고 강력할 수 있는 것은 CPU와 주기억 장치 구조에 설

7.4.4

치된 수많은 트랜지스터 때문이다. 1965년 인텔(Intel)사의 공동 창업자인 조

무어의 법칙을 조사해 보세

지 무어(George Moore)는 CPU에 내장된 트랜지스터의 수가 2년마다 두 배

요. 1965년에 만들어진 법
칙인데, 미래를 얼마나 정확
하게 예측했나요?

로 늘어난다는 법칙을 발견했다. 1965년 당시에는 컴퓨터에 트랜지스터가 수
천 개 있었다.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듯 현재의 컴퓨터에는 트랜지스터가 수십
억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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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회로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는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적 크기가 있다. 따라
서 언젠가 실리콘 칩에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더 증가시킬 수 없다
면 그때는 무어의 법칙이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디지털 회로를 계
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한계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트
랜지스터를 대체할 더 나은 새로운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도전 과제

이번 단원의 도전 과제를 기억하나요? 디지털 방범 알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IT-컴퓨팅하기
7.4.5

다음 디지털 방범 알람을 살펴보세요. 전원이 켜지면 주황색 LED 등이 켜지며 알람이 작동
중이라고 알려 주게 됩니다. 압력 패드에는 평평한 구리판 두 개가 있는데 카펫이나 매트 아
래 둡니다. 도둑이 이 압력 패드를 밟으면 구리판이 서로 맞닿으며, 이에 따라 알람이 울리고
버저가 소리를 내게 됩니다. 회로에서 침입자가 발견되었음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둑이 압력 패드에서 발을 떼더라도 알람이 계속 울릴 수 있도록 래치가 켜진 상태
여야 합니다.
a) 아래의 브레드보드 계획도를 보고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모두 모아 보세요.
b) 브레드보드 계획도를 따라 모은 부품을 서로 조합하세요.

6V

6V
470 Ω

1 kΩ

551 IC

LED

0V

압력 패드

6 V 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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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도전 과제
이 단원의 도전 과제는 여러분의 지식과 검색 능력을 활용해 서로 다른
컴퓨터 구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8.1

번역기

다양한 언어와 번역기의 필요성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7천여 개 이상이다. 이 중 90% 이상의 언어는 사
용자가 10만 명 이하이다. 언어는 어족(language family) 또는 언어군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로망스(Romance) 언어군은 고대 로마인이 사용하던 라틴
어에서 온 언어인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이 이 언어군에 속한다.
같은 어족이나 언어군에 있는 언어는 문법이나 문장 구조, 단어상 공통점이 있

핵심 용어
소스 코드(Source code): 코드
의 초기 버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어셈블러 언어를 소스
코드로 작성한다.
기계어 부호(Machine code):
컴퓨터 CPU가 이해하는 언어.

지만, 프랑스어를 한다고 해서 스페인어 의사소통이 바로 유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잘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다면 통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다양한 언어 중에서 선
택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로 ‘어족’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면
C++ 언어와 C# 언어는 C 언어를 모태로 한 언어이다. 그리고 앞서 배웠듯 소스

CPU 유형마다 기계어 부호가 다

코드, 즉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셈블리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은 기계어 부호, 즉

르다.

CPU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Translate): 컴퓨팅에서
‘번역’이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자연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다고 해서 비슷한 다른 언

나 어셈블리 언어로 쓰인 프로그

어로 바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램 코드를 기계어 부호로 변환하

연어보다 훨씬 더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며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내용을

는 것을 가리킨다. 번역기로는 세
종류(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
리터)가 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기가 더 쉽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
두 기본 개념과 추상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연어는 이렇게 일반화하기
가 별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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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번역기

번역기의 종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하는 번역기에는 어셈블러, 컴
파일러, 인터프리터의 세 종류가 있다.

어셈블러(Assembler)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를 목적 부호(object code)로 변환한다. 그다음 어셈블러가 목적 부호를 출력하고
목적 부호가 함께 연결되어 기계어 부호가 된다.

어셈블리어 소스 코드

목적 부호

기계어 부호

컴파일러(Compiler)
컴파일러는 C, 파이선(Python),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등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목적 부호로
번역한다. 목적 부호는 다음 목적 부호와 서로 연결을 이루어 기계어 부호가 되는데, 이는 실행 파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 언어 소스 코드

목적 부호

기계어 부호

인터프리터(Interpreter)
인터프리터는 PHP나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등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인 코드를 한 번에 한 줄씩
받아들여 중간 언어(intermediate language)로 변환한다. 이 중간 언어는 어셈블리 언어일 때가 많다.
그다음 중간 부호(intermediate code)가 기계어 부호로 변환되고 기계어 부호가 실행된다.

고급 언어 소스 코드

중간 부호

기계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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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IT-생각하기

IT-생각하기

8.1.1

8.1.2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은 프로그래머, 한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은 프로그래머, 한

명은 컴파일러 역할을 맡습니다.

명은 인터프리터 역할을 맡습니다.

a) 프로그래머: 20×20 격자를 사용해 다음

a) 프로그래머: 20×20 격자를 사용해 왼

과 같은 비트맵(bitmap) 이미지를 만들어

쪽 그림과 같은 비트맵 이미지를 만들

보세요.

어 보세요. 짝에게는 이 이미지를 보여

예:

주지 마세요. 대신 인터프리터가 실행

19

할 첫 번째 명령어를 써서 짝에게 넘겨

18

주세요. 짝이 만든 결과물을 보고 두 번

17
16

째 명령어를 다시 넘겨주세요. 이 명령

15
14

어는 첫 번째 명령어의 오류를 바로잡

13
12

는 명령어일 수도 있고 이미지 다음 부

11
10
9
8

분을 그리는 명령어일 수도 있습니다.

7
6

비트맵 이미지 전체를 완성할 때까지

5
4
3
2
1
0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b) 인터프리터: 명령어에 따라 그림을 완
성하고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프로그래머에게 결과를 보여 주세요.

짝에게는 이 이미지를 보여 주지 마세요.

c) 인터프리터가 그린 이미지가 프로그래

대신 컴파일러가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

머의 이미지와 같나요? 왜 그런지 이유

한 모든 명령어를 포함한 알고리즘을 작

도 설명해 보세요.

성해 컴파일러에게 전달하세요.
b) 컴파일러: 프로그래머가 준 명령어에 따

d) 인터프리터를 사용한 번역의 장단점으
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 이미지를 만드세요.
c) 컴파일러가 만든 이미지와 프로그래머가
그린 이미지가 같나요? 같다면 왜 그런
지, 다르다면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해 보
세요.

면 인터프리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터프리터 프
로그램만 컴파일(compile)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지

d) 컴파일러를 사용한 번역의 장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계 구조(machine architecture)가 여러 개 있다

금 사용하는 기계 구조에서 소스 코드를 바로 검사 및
번역하고, 코드가 한 줄씩 번역될 때마다 문제가 생
기면 바로 피드백이 제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컴파일
러를 사용하면 구조마다 프로그램을 직접 컴파일하

고 구조가 바뀌면 다시 컴파일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 기계
독립성이 보장된다. 인터프리터가 해당 기계의 코드를 해석 및 실행하는 중간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지정(indirection)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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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번역기

인터프리터 방식은 간접 지정 때문에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지
만, 소스 코드에 접근하기는 더 쉽다. 반대로 컴파일러를 사용할 경우 원래의
소스 코드로 디컴파일(decompile)하기 훨씬 어렵고, 따라서 복사하거나 수정
하기도 더 까다롭다.

IT-생각하기
8.1.3
통합 개발 환경(IDE)을 조사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자주 사용되는 루틴(routine)은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오류가 없는 코드

해 보고 IDE에서 프로그래
머들을 돕는 기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세요.

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Dynamic Linked Libraries, DLL)가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면 바로 호출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새로 만들 때 이 루틴을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번역기가 이 호출을 받으면 목적 부호가 라이브러리에서 호출되
어 프로그램의 컴파일된 목적 부호에 포함되거나 실행된다.

통합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에는 컴파일
러와 인터프리터 모두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이 둘은 개발 과정 중 서로 다
른 단계에서 사용된다. IDE에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디버깅 기능 등 여러

▲ 그레이스 머레이 호퍼(Grace
Murray Hopper)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컴파일러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개발 관련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IT-생각하기
8.1.4
그레이스 호퍼는 컴퓨터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
요한 인물입니다. 호퍼 씨
가 어떤 일을 했고 컴퓨터
과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
지 조사해 보세요.

▲ 프로그래머들은 인터프리터와 디버거(debugger)가 있는 IDE를 사용하여
정지 코드를 넣고 프로그램이 한 번에 한 줄씩 실행되게 할 수 있다.
오류를 수정하고 나면 컴파일러를 사용해 .exe 파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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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8.2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인출(Fetch)-해독(Decode)-실행(Execude) 주기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란 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

핵심 용어

터를 가리킨다.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며 맨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Stored

체스터 베이비(Manchester Baby)라는 이름이 붙었다.

program computer): 기억 장
치에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
는 컴퓨터

▲ 맨체스터 베이비. 1948년생
인출-해독-실행 주기는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의 핵심이다. CPU가 명령

핵심 용어

어를 처리할 때 이 사이클을 실행한다. 명령어가 기억 장치에서 인출(fetch)되
인출-해독-실행 주기(Fetchdecode-execute cycle):
CPU가 프로그램에서 기계어 부
호 명령을 실행할 때 수행하는 일

고, 해독(decode)된 다음 CPU가 명령어를 실행(execute)하는 것이다. CPU
는 명령어를 해독할 때 명령어를 검사하고 실행 준비를 한다. 명령어의 종류
에 따라 실행 방식도 다르다.

련의 행동

IT-생각하기
8.2.1

인터넷에서 ASCII 코드표를 찾아보세요. 아래 목록의 힌트를 하나씩
‘인출’하고, ASCII 표를 보며 힌트를 ‘해독’한 다음 답을 ‘실행’해서 아

인출
명령어

래 힌트가 가리키는 단어를 알아내세요.
ASCII 표의 70 (십진법)
ASCII 표의 54 (십육진법)

실행
명령어

해독
명령어

ASCII 표의 48 (십육진법)
ASCII 표의 69 (십진법)
ASCII 표의 67 (십진법)

▲ 인출-해독-실행 주기

126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126

2018-01-26 오전 8:13:20

8.2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작은 사람 컴퓨터(Little Man Computer, LMC)는 일종의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 모델인데, 인출-해독-실행 주기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IT-컴퓨팅하기

상자 안에 작은 사람이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은 상자 밖을 내다
볼 수 없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위치가 두 개 있다. ‘In 바구니(In basket)’
와 ‘Out 바구니(Out basket)’이다. 또한 명령어와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모리
공간인 ‘메일함(Mailbox)’이 있다.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는 프로그램 계수기
와 기본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도 있다.

8.2.2
www.cse.yorku.ca/~peterc/
simulator/simulator.html에서
작은 사람 컴퓨터 모델을 여
세요. 명령어 집합을 보고 튜

작은 사람은 프로그램 계수기가 가리키는 다음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독하
여 무엇을 할지 알아본다. 그리고 그는 메모리(기억 장치) 또는 In 바구니에서

토리얼에 제공된 샘플 프로그
램 중 하나를 실행해 보세요.

값을 수집한다. 그는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그 답을 메일함
또는 Out 바구니에 놓는다.
계산기

In 바구니

Out 바구니

00
01
02
03

500
199
500
399

95
96
97
98
99

123

여러 개의 메일함

작은 사람(little man)

리셋 버튼

명령어 위치 계수기

▲ 작은 사람 컴퓨터(Little Man Computer) 모델
산술 논리 연산 장치(ALU)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주기억 장치 및
입·출력 기기와
쌍방향 전달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

프로그램 계수기

제어 장치

명령어
레지스터
제어 신호

프로그램 제어 장치

▲ 작은 사람 컴퓨터 모델은 CPU의 기본 구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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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폰 노이만 구조
핵심 용어
폰 노이만 구조(Von Neumann
architecture): 데이터와 프로
그램 명령어가 같은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컴퓨터 구조.

폰 노이만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다.
기억 장치(Memory): 프로그램 명령어 및 데이터를 보관한다.
제어 장치(Control unit):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 및 데이
터의 이동을 한 번에 한 항목씩 관리한다. 제어 장치에는 누산기 등의 레
지스터가 다수 있다. 레지스터(Register)란 컴퓨터 프로세서의 일부인
데이터를 소량 보관하는 장소를 뜻한다. 레지스터에는 컴퓨터 명령어,
저장 주소(storage address) 및 데이터가 보관된다.
입·출력 장치(Input/Output): 사용자가 기계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한다.
버스(Bus): 컴퓨터에서 데이터와 명령어가 이동할 때 사용되는 전기적
통로이다.
프로그램 계수기(Program counter): 다음 목적지가 되는 명령어 주소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CPU

프로그램 & 데이터
기억 장치

▲ 폰 노이만 구조
폰 노이만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폰 노이만 병목 현상(The Von Neumann bottleneck): 데이터와 프로
그램 명령어가 모두 같은 버스를 사용하므로 속도가 느리고 CPU가 명령
어 대기에 긴 시간을 보낸다.
데이터와 명령어가 같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못 작
성된 경우 데이터가 프로그램을 덮어쓰거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덮어
쓸 가능성이 있다. 즉, 명령어 혹은 데이터가 잘못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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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IT-계획하기
8.2.3

a) www.cse.yorku.ca/~peterc/simulator/simulator.html에서 작은 사람 컴
퓨터 모델 시뮬레이터를 여세요.
b) 다음 프로그램 명령어-READ, STORE, LOAD, PRINT, STOP를 사용해 시뮬레이터가 입력한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아래 표
양식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계획 및 작성하세요.

행 번호

명령어

주소

00
01
02
데이터와 프로그램 명령어가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덮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 다음 프로그램 명령어-READ, STORE, LOAD, PRINT, STOP-를
사용해 시뮬레이터가 입력한 두 수 중 더 큰 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
요. 위의 표 양식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계획 및 작성하세요.

IT-컴퓨팅하기

IT-컴퓨팅하기

8.2.4

8.2.5

IT-계획하기 8.2.3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프로그래밍한 뒤 실행하세요.

만든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디버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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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하버드 구조
하버드 구조는 앞서 설명한 폰 노이만 구조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
발되었다. 하버드 구조에서 프로그램 명령어와 데이터에는 각각 다른 버스가
지정되어 있고 기억 영역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버스와 기억 영역이 각각 두
개씩 있다. 프로그램 명령어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한 번에 하나씩) 처리되
는 폰 노이만 구조와 다르게 하버드 구조에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처리된다.
따라서 CPU의 처리 과정이 빨라지고 명령어와 데이터 간의 충돌로 덮어씌어
질 위험 또한 없다.
또한 하버드 구조는 파이프라인(pipeline) 방식을 사용하여 인출될 데이터
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대기 시간이 없다.

데이터
기억 장치

CPU

프로그램
기억 장치

▲ 하버드 구조

▲ ARM 프로세서에는 수정된 하버드 구조(modified Harvard structure)가 사용된다.
ARM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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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도전 과제

이제 도전 과제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전 과제는 여러분의
지식과 검색 능력을 활용해 서로 다른 컴퓨터 구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IT-생각하기
8.2.6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세요.

IT-생각하기
8.2.7

수정된 하버드 구조(The modified Harvard structure)
는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의 요소 모두를 사용합
니다. 수정된 하버드 구조, 폰 노이만 구조, 하버드 구조
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자료
를 만들어 보세요.

▲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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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도전 과제
지금까지 배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수업의 마지막 도전 과제는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배운 지식, 기술, 경험을 모두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
하는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나 친구, 부
모님, 선생님이 학교나 주변 환경,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는 없나요? 만약 문
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9.1

앱과 앱 개발

앱이란?
핵심 용어
앱(App):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은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계

앱이란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이다.
앱은 작업 완료를 위해 디지털 기기에 명령어 시퀀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기기와 상호 작용한다. 앱에는 웹 앱,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세 종류가 있다.

된 소프트웨어이다. 그 종류로는
웹 앱,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이 있다.

웹 앱(Web apps)
인터넷 브라우저, 데스크톱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웹 앱에
접근한다. 웹 앱을 보려면 앱 스토어(app store)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웹 앱은 어떤 디지털 기기에서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웹 앱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한 유형이었다. 특정 기기에만 한정된 내장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웹에서 작동하는 앱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다.
하지만 현재 기술 발달에 따라 웹 페이지 환경도 신속하게 바뀌고 있다.
웹 앱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프로그래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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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앱과 앱 개발

네이티브 앱(Native apps)
네이티브 앱은 사용 기기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설계된다. 즉 특정 기기의 내장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속도도 매우 빠르지만, 한편 기기 유형에 따라 앱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 버전 앵그리 버드,
안드로이드의 앵그리 버드, 구글 크롬의 앵그리 버드가 따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네이티브 앱은 가격이 비싸지고 설계
및 유지하기도 더 복잡해진다. 개발자가 네이티브 앱의
업데이트를 출시할 때는 해당 앱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기

▲ 네이티브 앱인 게임 앵그리 버드(Angry Birds)

버전 업데이트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기기의 운영
체제가 업그레이드되면 해당 기기 앱의 업데이트도 다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s)
하이브리드 앱은 웹 앱의 유연성과 네이티브 앱의 고유 기능을
결합한 앱이다.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만약
예산이 충분하고 앱 품질이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면 앱을
플랫폼마다 정성들여 만들어야 할 것이고, 반면 시간 및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앱 설계 방법의 하나는 웹 앱과 마찬가지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코딩한 다음, 이 앱이 특정 기기의 고유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 고유의 모바일 프레임워크로
코드를 감싸는 것이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Google Play)나
아이튠즈(iTunes) 같은 앱 스토어에 앱을 팔면 된다. 하이브리드
앱은 네이티브 앱에 비해 느릴 수 있고, 모바일 프레임워크로 앱을

▲ 하이브리드 앱인 푸딩 얼굴 인식 앱

감쌀 때마다 코드를 따로 추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모바일
프레임워크의 종류가 다양해 어느 것을 사용할지 고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비교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웹 사이트도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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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앱을 개발하려면?

IT-생각하기

앱 개발 작업에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 필요하다. 전
체 작업을 분해한 다음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9.1.1
a)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

야 한다. 알고리즘의 추상화 및 일반화 역시 중요한데, 추상화와 일반화를 거

용하는 앱 세 가지를

쳐 앱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다른 제품 개

써 보고, 해당 앱이 각

발에까지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 단계마다 결과물 평가

각 웹 앱, 네이티브 앱,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이브리드 앱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b) 네이티브 앱을 하나 선

IT-생각하기

택해 봅시다. 해당 앱에

9.1.2

서 기기에 따라 달라지

지금까지의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수업에서 다음의 용어에 관해 배웠습니다.

는 기기 고유 기능으로

분해(Decomposition)

는 무엇이 있나요?

추상화(Abstraction)
일반화(Generalisation)
알고리즘(Algorithm)
또한 수업 과정에서 평가(Evaluation)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 다섯 종류의 개념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그 정의를 써 보세요. 그다음 조사
및 검색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쓴 내용을 수정합니다.

선별하기

범위 좁히기

제품 개발

홍보

앱 개발 ▶

아이디어 발상

1단계: 아이디어 발상(Idea generation) 및 선별하기(Screening)
첫 단계로는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구상한다. 그중 핵심적인 아이
디어도, 비교적 세부적인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 아이디어 선별 과정
을 거친다. 발상 단계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이미 시도된 적이 있거
나 여러분이 흥미가 없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아이디어는 제외하
는 것이다. 선별 과정을 거치면 주요 아이디어가 한두 종류 정도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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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앱과 앱 개발

2단계: 범위 좁히기(Scoping)
이 단계에서는 선별 과정을 거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한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사용자층을 정하고 해당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앱을 사용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설정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

아이디어

해결 방안

는 결과를 내려면 기술적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
지, 앱 동작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가 및 수정

3단계: 제품 개발(Product development)
이제 앱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즉 초기 버
전을 만들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다. 사
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프로토타입에 다시 수정

테스트

을 가한다.
이러한 과정의 각 단계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
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최종 결과물은 여러분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지도 모르지만,

▲ 앱 개발은 다른 일 진행과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도 괜찮다. 앱 개발은 반복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IT-계획하기
9.1.3

여러분은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 기술 개발 스타트업(start-up) 회사에서처럼 팀을 짜서 앱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팀을 짠 뒤 팀 협력 방식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다음 사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b) 완성한 앱의 소유권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c) 만약 팀원 중 한 명이 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d) 팀원이 해고되어야 할 상황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e) 하교 후에도 같이 모여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모이나요?
f) 일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각 팀원의 역할을 나누어 보세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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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9.2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하기

선별하기

범위 좁히기

제품 개발

홍보

아이디어 발상

문제 파악하기
잘 만들어진 앱은 모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결책
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먼저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해 보자.

핵심 용어

브레인스토밍이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집단적 과정을 가리킨다.
여러 명이 모여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해 보는 것이다. 어떤 아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집
단적 과정

디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더 대담하고 특이한
아이디어일수록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미 한
생각이라 해도 괜찮다.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 논의하거나 평가하는 과정
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앱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할 필
요도 없다.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면 된다.

IT-계획하기
9.2.1

팀별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져 봅니다.
a) 큰 종이 가운데에 다음의 질문을 써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
b) 10분간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문제를 종이 위에 쓰세요.
힌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종이에 쓴 내용을 보며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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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하기

더 깊게 생각하기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문제 또는 학교에서 가장 큰, 가장 심각한 문제
를 하나 골라 그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이다. 여러분은 문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해당 문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해결책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팀원 모두가 해당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
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팀원들이 각자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어
에 표시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아이디어를 채택해 앞으로 해결하기로 하
는 것이다.
다음은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될 이야기 방식이다.

오하원칙(The 5 Ws)

Who?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누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What?
(어떤)

When?
(언제)

Where?

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람들이 문제를 언제
경험하나요?

사람들이 문제를 어디서

(어디서)

경험하나요?

Why?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경험하는

(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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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문제의 성격 (The VEX factor)

익숙함

빈번함

(Familiar)

(Frequent)

이 문제가 익숙한가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나요?

구체성
(Specific)
문제가 구체적인가요?

이름을 댈 수 있나요?

비싼 대가
(Expensive)

예측 불가능성
(Unpredictable)
문제가 예측 불가능해서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나요?

귀찮음
(Irritant)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높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싸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귀찮은 문제인가요?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들거나, 감정적으로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역할 놀이
여러분이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느껴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고,
특히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세세한 내용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진다.

IT-계획하기
▲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9.2.2

a) 팀별로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나온 아이디어 중 특히 관심이 가는
아이디어를 두 개 고르세요.
b) 위에 소개된 오하원칙 또는 문제의 성격 방식을 사용해 여러분이
선택한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해 봅시다.
c) 문제 상황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짧은 역할 놀이 상황을 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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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하기

엘리베이터 피치
문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는 앱을 사용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엘리
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를 통해 생각을 체계화해 볼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9.2.3

여러분이 앱에 투자해 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투자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여러분이 IT-계획하기 9.2.2

탔다고 상상해 보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15초밖에

에서 알아본 문제 두 가지

걸리지 않는다. 이 15초 동안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투자자에게 ‘홍보(pitch)ʼ해

에 대한 엘리베이터 피치를

야 한다. 이때 효과적인 홍보를 하려면 아이디어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

각각 준비하세요. 다음 예시

명해야 한다. 여러분의 홍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장을 참고해도 됩니다.

개발할 앱의 종류: 웹 앱,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 앱 중 어느 것인가?
앱이 해결하려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목표 사용자층: 이 앱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목표 사용자층에 어필할 앱의 독특한 기능은 무
엇인가?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엘리베이터 피치를 준비할 수는 없다. 길이는 아주

저희 팀 [팀 이름]은
[목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 사용자층]이 겪는
문제를 [여러분만의 방법]
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짧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반복 수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한다.

저희 팀 빅비트(Bigbit)는
밤늦게 잠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늦게 잔 학생들이 알람을 끄고 다시
자다가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일이 많고, 그래서 늦잠을 자기
쉽기 때문입니다.

▲ 빅비트(Bigbit) 팀원들이 작성한 엘리베이터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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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중요한 것 골라내기
브레인스토밍했던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골라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엘리베
이터 피치를 계획해 본 다음에는, 선별(screen)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과 중요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명백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아이디어는
제외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만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그 잠재력을
미리 평가해 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만 시간과 자원을 쓰는 것이
좋다.

▶
밀을 수확할 때는 낱알이 자랄 동안
낱알을 보호하는 껍질인 겨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인 낱알을
분리해야 한다. 영어로 ‘겨에서
낱알을 분리하다(separating the
wheat from the chaff)’라는
속담이 있는데, 가치가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을 분리한다는 뜻이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해 다방면으로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기면서 아이
디어를 평가할 수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1점, ‘아니요’라면 0점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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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하기

이 질문을 하는 이유
투자자들은 대체로 혁신적 제품(Revolutionary
products)에 더 큰 관심을 보이지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앱이

시장에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진화적

기존의 다른 앱과 다를까?

제품(Evolutionary products)은 디자인, 기능,
품질, 가격, 배포 등의 측면에서 비슷한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앱이 목표

보통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목표

사용자들에게 매력이

사용자층이 명확할 때 제품을 개발하기가 더 쉽고

있을까?

빠르며 비용도 덜 든다.

소비자가 다른 경쟁
상품이 아닌 우리 제품을
고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눈에 띄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기능으로 무엇이 있는지 1~3
개 정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징이 있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우리 앱이 기존의

있지만, 반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까?

한편 경쟁 제품이 이미 여럿 존재한다면 시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 앱 아이디어가 정말
재미있는가?

새 제품 개발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지금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음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시
장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앱 스토어를 검색
해 비슷한 앱이 있는지 찾
아보자. 만약 비슷한 앱이
전혀 없다면 혹시 기술 외
의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기술 외적인 해결책이 있는
상황도 여러분의 앱 개발에
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
다. 조사한 내용에 대한 기
록을 남겨 두자.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 활동의 목적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디어 중 큰 문제가 있어 성공 가능성이 적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해당 아이디어를 더 진행하려면 어떤 측면을 더 생각해 봐야
할지 정리하는 것이다.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완전히 던져 버리지는 말고

IT-컴퓨팅하기

예비 방안으로 남겨 두자.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대체 방안을

9.2.4

한두 가지 준비해 둬서 나쁠 일은 없다. 기술 스타트업 회사에 있어 가장

지금까지 진행한 아이디어

중요한 덕목은 ‘잘 실패하는’ 것이다. 실수나 통제 범위 바깥의 이유로 개발이

를 각각 평가하고 그중 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실패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앵그리 버드(Angry Birds)도 로비오(Rovio)사의 첫

느 것을 이어 진행할지 팀
별로 결정하세요.

게임이 아니라 52번째 게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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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9.3

아이디어 범위 좁히기

선별하기

범위 좁히기

제품 개발

홍보

아이디어 발상

범위 좁히기란?
범위 좁히기(Scoping) 단계는 앞선 선별 과정을 통과한 소수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정한 내용을 테스트해 보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개발할 앱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된다. 범위 좁히기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시장 이해하기
사용자 이해하기
해결 방안 이해하기
시장

사용자

해결 방안

아마도 /
한 단계 이전으로
돌아가세요

아니요 /
다른 아이디어로
이동하세요

예/
앱 설계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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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아이디어 범위 좁히기

시장 이해하기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나요?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른 제품이 있나요?
그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목표 사용자층은
누구인가요?
사용자층이 넓나요?

위의 질문에 답하려면 이전의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 단계보다 더 깊게 파고
들어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여러 제품이 같거나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주하고 경
쟁적인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제작하려고 하는 상품 유형에 관심을 가진 실제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시장이 분주
하고 경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개발하는 앱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
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경쟁 제품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앱을 여러분이 처음 만들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
분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품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범위 좁히기 단계는 시장 환경이 경쟁적인지 파악하고 시장에서의 앱의 위치
를 찾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여러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앱을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1,400,000

1,300,000

1,3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300,000

◀ 시장에는 정말 많은 앱이 출시되어 있다.
200,000

0

130,000

iOS

안드로이드

윈도

블랙베리

왼쪽 그래프는 2014년 6월에 시장에 존재하는
앱 개수를 운영 체제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 숫자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이 많은 앱 중
여러분의 앱이 눈에 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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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범위 좁히기 단계는 앱 개발에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앱에 관심을 가질 사
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만약 잠재 시장이 너무 작다
면 여러분이 만든 앱이 흔적도 없이 묻혀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앱을 만들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도 아닌’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앱이란 너무나도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 어떤 사용자의 요구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다. 특정 문제를 겪고 있는 목표 사용자층을 포착한 뒤 앱을 통해 그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해야 한다. 또한 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야 앱이 재
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IT-계획하기
9.3.1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

제품명

대로 여러분의 경쟁자들에

회사명

대해 알아보세요. 경쟁 상품

언제 출시된 제품인가요? 원래 존재하던

각각에 관해 오른쪽의 표 양

제품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 출시된

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세

제품인가요?

요. 표 전체를 완성하지 못하

이 제품의 목표 사용자층은 누구입니까?

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얼마나 자주

니다. 본 활동의 목적은 경쟁

사용합니까? 사용 횟수 및 방문자 횟수는

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얼마나 되나요?

한 많은 정보를 찾아내기 위
한 것입니다.

온라인의 평가는 어떤가요? 언론 매체의
사용기나 사용자 리뷰가 있나요? 트위터
팔로워 수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IT-계획하기
9.3.2

여러분의 잠재 시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

다음 표를 완성하며 제품이 대상으로 할 사람들에

여러분의 앱을 사용할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중 이 제품

-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의 수

을 쓸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제외하세요. 본 활

- 연령대 이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

동을 통해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웹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는 것도

인구수

- 그 외에 제외해야 할 사람들의 수
총 시장 규모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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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아이디어 범위 좁히기

IT-계획하기
9.3.3

a)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고위험(high risk) 상황인가요? 시장이 이미 붐비거나, 같은 문
제를 아주 잘 해결하는 경쟁 상품이 존재하나요? 시장의 규모가
아주 작은 상황은 아닌가요?
중간 위험(medium risk) 상황인가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는 경쟁 상품이 이미 몇 개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그보다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할 여지가 있나
요?
저위험(low risk) 상황인가요? 경쟁 상품이 아주 적거나 없지만
그래도 앱을 개발할 기술적 필요성은 존재하나요? 시장 규모가
큰가요?

핵심 용어

b) 경쟁 상품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여러분이 앞에서 만든 엘리
베이터 피치 내용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만의 방

양적 데이터(Quantitative

법’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앞에서 만든

data): 양적 자료라고도 하며,

엘리베이터 피치를 보완 및 수정해 보세요.

수량을 측정한다. “우리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고객 숫자
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 제
품을 구매하나요?” 등의 질문
에 대한 대답이 양적 자료에 해

사용자 이해하기

당한다. 닫힌 질문을 통해 양적
자료를 얻게 된다. 닫힌 질문은

타깃 마켓(목표로 하는 시장)을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의 앱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사고력 키우기 ①』 8
단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

질적 데이터(Qualitative data):

게 생각할까? 직접 목표 사용자층을 만나 알아볼 시간이다.

질적 자료라고도 하며, 내용 이

알맞은 질문하기
개발 초기 과정에서 사용자층을 이해하려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

해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대상
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하고 느끼는지, 어떤 행동을 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낸다.
열린 질문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 중 하나가 닫힌 질문을 통해 양적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다. 만약 제품

얻게 된다. 열린 질문에는 “이

을 이미 만들었고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단

제안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

계라면 양적 데이터가 아주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사용자들의 생각과

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

느낌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아직은 모르지만 알아내야 할 정보를 알아내려는

엇입니까?” 등이 해당하며, 『컴

상황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의 잠재 사용

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을까요?”, “저희 아이디어에 대

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8단원

자들에게 열린 질문을 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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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연휴에 갈 여행지 찾아보기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 단계에서 여러분은 분명 해당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
해 발생하는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잠재 사용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연휴에 갈 여행지 선택하기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을 통
해 순서도 등의 형태로 보여 주고, 알고리즘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숙박 장소 검색하기

있는지 열린 질문을 통해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물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안에 대한 사용자

숙박 장소 예약하기

들의 생각도 알아볼 수 있다.
목표 사용자들에게서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이미

여행 계획 짜기

알고 있었던 것 외에 새로 알게 된 눈에 띄는 사실이 있는가? 이번 발견의 결
과에 따라 알고리즘 및 엘리베이터 피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세부적 답

예약 증명 서류 준비하기

변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행 준비 알고리즘

IT-계획하기

IT-계획하기

9.3.4

9.3.5

대상 사용자 집단에게 질문할 질문지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세요.

여러분의 앱이 해결하려
하는 문제가 어떤 과정을

인터뷰 대상자의 프로필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이름은

거쳐 발생하는지 알고리즘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이는?”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하지만 이 활동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캐는 활동이 아니라 앱
개발에 유용할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연애 관
련 앱이 아닌 이상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분해(decompose)했는지
확인하는 질문
인터뷰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법
여러분의 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가 한 생각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IT-컴퓨팅하기 9.2.3에서 작성했던
엘리베이터 피치를 보여 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IT-계획하기
9.3.6
목표 사용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최소 다섯 명 이상
만나 질문지를 작성하세요.

IT-계획하기
9.3.7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앞에서 만든 알고리즘 및
엘리베이터 피치를 수정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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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아이디어 범위 좁히기

해결 방안을 이해하기
앱이 성공하려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
능한 앱이어야 하며, 앱 작동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간단한 앱을 만들자

IT-컴퓨팅하기
9.3.8
여러분의 앱은 기술적으로

이미지 자동 인식, 음성 인식, 자동 번역, 대용량 파일(영상 등) 모바일 편집 같

개발 가능한가요? 만약 그

은 기술은 모두 최근 등장했으며,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한 기술에 속한다. 따

렇지 않다면 문제 해결에

라서 여러분이 앱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러한 기술을 피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기술적으로 더 간단한 방법

되는 기술적 해결책 등 비교적 간단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다른 개발

이 있을까요? 웹 앱, 네이

자들이 작성한 라이브러리나 소스 코드 등의 툴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중

다음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적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유형이 가장 좋은 방
식일까요?

트랜싯(Transit)
문제 상황: 벵골인 학생들은 영어를 못하는 벵골인 학부모와 벵골어를 못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통역해야
할 때가 많다. 때로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피하려고 대화 내용을 일부러 다르게 전달하기도 한다.

초기 해결 방안: 자동 번역기.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당연하게도 ‘실행 가능성 없음’이었다.
만드는 데 돈이 아주 많이 들 것이며, 만약 정말로 만든다 해도 불안정한 앱이 될 것이다.

수정 해결 방안: 트랜싯 팀은 학부모와 교사 간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번역할 필요가 없으며, 자주 등장하는
핵심 주제와 문장만 번역해도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에 대해 영어
및 벵갈어 사운드 파일을 만들었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메뉴를 통해 필요한 파일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은 기술적으로 훨씬 간단하면서도 교사들이 겪는 문제 중 80% 이상을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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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데이터 확보하기
앱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해 둬야 한다. 여러분이 만들
앱의 가치가 데이터 처리 능력에 좌우될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만약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면 아이디어가 전혀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 연구를 통해 ‘범위 좁히기’ 과정 중 데이터 확보 방안을 미리 생
각해 둬야,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대응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이스터체크(OysterCheck)
문제 상황: 오이스터 카드(Oyster Card)란 런던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전자 ‘티켓’이다. 오이스터 카드에
미리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도 개찰구에서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부족해 입장이 거부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만약 갈 길이 바쁘거나 근처에 카드 충전소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동 중에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편하다.
해결 방안: 사람들이 이동 중에도 오이스터 카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하지만 이 방식은
오이스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한데, 이 데이터는 런던 교통 공사(Transport for London)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가 아니다.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이스터체크를
실제로 만들 수는 없었다.

스튜디오플리(StudioPhly)
문제 상황: 젊은 뮤지션들이 지역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를 직접 찾고
연락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해결 방안: 젊은 뮤지션들이 녹음 스튜디오를 찾고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앱. 하지만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지가 문제였다.
스튜디오플리 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이미 녹음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또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도 있었다. 첫 번째 선택지에는 스튜디오플리

▲ 스튜디오플리 홍보

팀의 일이 줄어들고 또 처음 올린 데이터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앱이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를
선택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콘텐츠 이용자와 콘텐츠 생성자-를 모두
고려하면서 앱을 만들어야 하고, 또 최소한 개발 초기에는 콘텐츠
생산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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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아이디어 범위 좁히기

최소 기능 제품(MVP)

핵심 용어

‘최소 기능 제품(Minimal Viable Product)ʼ 또는 ‘MVPʼ란 기술 분야 스타
트업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해결책
중 가장 간단한 것을 가리킨다. MVP는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사용자들이 바로
중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앱의 추가적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API(Application Programm
-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구성 요소)의 프로그래밍
및 상호 통신 방식을 정의한다.
웹 API란 웹 기반 응용 프로그
램에 연결된 일련의 프로그래

IT-컴퓨팅하기

밍 명령어 및 기준을 가리킨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웹 API
를 통해 원래의 웹 기반 응용

9.3.9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앱을 디

해결 방안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자인하고 만든다. 다음 사이트

a) 데이터 입력값 및 출력값을 파악하고 데이터 입력값이 필요한 출력값을 도출

색할 수 있다.

의 디렉터리에서 웹 API를 검

www.programmableweb.
com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세요.
b)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아래의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 여러분이 필
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앱에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IT-컴퓨팅하기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데이터인가요?
아니요

예

데이터 소유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할
의사가 있나요?
아니요

최소한의 데이터로
앱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하세요.
예

9.3.10
여러분의 MVP 결과물을
보여 주세요.

9.3.11
IT-컴퓨팅하기 9.3.8, IT-

문제가 있네요!
개인 소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용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공용 데이터입니다.
API를 통해
접근하세요.

컴퓨팅하기 9.3.9, IT-컴퓨
팅하기 9.3.10을 진행하는
예

사용 약관을 읽고
데이터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따
라 엘리베이터 피치를 수정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포기
하고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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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9.4

제품 개발

선별하기

범위 좁히기

제품 개발

홍보

아이디어 발상

사용자 경험
사용성이 높은(유용한) 앱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다. 이제
는 앱의 사용성뿐 아니라 매력도 생각해야 한다.

핵심 용어
스크린 맵(Screen map): 앱
의 흐름을 보여 주고 앱의 각
기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앱의 흐름을
맵으로 나타내 보는 과정에서
앱에 꼭 필요한 기능이 빠져 있
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과 디
자인의 다양한 측면이 서로 어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적
으로 보여 준다.

▲ 아이패드는 사용하기 매우 쉽다.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설명서 없이도 아이패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아이패드는 디자인이 직관적이기 때
문에 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매력도 있다. 많은 사람이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길 바란다는 뜻이다.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이라는 툴을 통해 앱의 여러 기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지 계획하고, 여러분의 앱이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만들
어볼 수 있다.
다음의 사례 연구는 졸모(Zolmo)라는 회사가 대회 수상작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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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품 개발

사례 연구: 졸모(Zolmo)
2010년, 졸모사(社)는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Jamie Oliver)의 20분 요리 시리즈를 앱으로 제작해 애플 디자인 어워드
(Apple Design Award)를 수상했다.

고정 툴바는 가로 화면을
제외한 애플리케이션
모든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 취향에 따라 툴바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졸모사는 앱의 주요 기능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했다.
•레시피 보기
레시피

•쇼핑 목록 만들기

쇼핑

필수품
목록

비디오

그외

선택 항목

•부엌에 준비해 둬야 할

1. 레시피
레시피 브라우저로
이동한다.
2. 쇼핑
쇼핑 리스트로 이동한다.
3. 필수품 목록
부엌에 준비해 둘 필수품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4. 비디오
비디오 브라우저로
이동한다.
5. 그 외
기타 상위 메뉴 항목(설정,
이 앱에 대해, 피드백
등)으로 이동한다.

필수 재료 목록 읽기
•요리 비디오 보기

고정 툴바

스크린 맵을 보면 레시피

고정 툴바는 가로 화면을 제외한
애플리케이션 모든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 취향에 따라
툴바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열람과 요리법 확인이 앱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을 알 수

1.0

있다.
1.1

다음으로 와이어프레임을
통해 앱의 각 화면을

레시피
브라우저

2.0

쇼핑
리스트

3.0

부엌
필수품

4.0

비디오
브라우저

레시피
종류

3.1
필수 재료
브라우저

3.2
필수 도구
브라우저

4.1

1.2b
레시피
필수 사항

1.3

레시피
카드

1.3a
레시피 단계 및
이미지

1.2

단계별
설명

6.0

5.0
설정

이 앱에
대하여

7.0
피드백

비디오
카드

확인할 수 있다. 앱의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여 주고
있다. 와이어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졸모 사는 각 기능을
왜 추가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 했을 것이다.
만약 사용자에게 필요 없거나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이라면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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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목표와 우선순위 정하기
이제 앱을 만들어 볼 시간이지만, 그 전에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하고 싶
은 것을 모두 한 번에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두면
앱 개발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스
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앱의 품질을 반복 평가하면 수정 및 보완 시 목표와 우
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
목표를 정할 때는 비용, 시간 및 품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완벽
한 제품이라 해도 시간과 예산의 제한이 있고 한편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
해야 하므로, 개발자들은 종종 여러 요소 사이에서 타협하게 된다. 비용, 시간,
품질 중 무엇을 타협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발자와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
비용 타협: 돈을 더 들여 제품을 기한 내에 출시하거나 요구되는 품질에
맞춘다.
시간 타협: 제품을 예정보다 늦게 제출하지만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좋은 품질로 완성한다.
품질 타협: 아주 완벽하지는 않은 제품을 제작하지만 정해진 예산과 기
한 내에 완성한다.

₩
비용

시간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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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이제 드디어 앱을 실제로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IT-계획하기
9.4.1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세요.

IT-계획하기
9.4.2

앱의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보세요. 사용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신중히 생각해 보고,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
록 최대한 사용하기 쉬운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IT-컴퓨팅하기
9.4.3

여러분이 선택한 툴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앱을 프로그
래밍하세요.

IT-컴퓨팅하기
9.4.4
앱을 완성한 후 출시해 보세요. 그
다음 받은 피드백을 검토하세요. 앱

아이디어

해결 방안

이 여러분이 생각한 목표를 달성했
나요?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앱을
수정 및 개선해 보세요. 이 과정을

평가 및 수정

여러 번 반복하며 앱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갑시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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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핵심 용어

정의

페이지

가산기 (Adder)

이진수(비트)의 덧셈을 수행하는 디지털 회로.

116

검증 (Validation)

데이터베이스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지, 완결성 있는지,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지 컴퓨터가 데이
터를 자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

54

기계어 부호 (Machine code)

컴퓨터 CPU가 이해하는 언어. CPU 유형마다 기계어 부호가 다르다.

122

논리 게이트/논리 회로
(Logic gate)

불 연산 함수를 전자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 디지털 집적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106

대역폭 (Bandwidth)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의 속도 단위. 대체로 초당 전송 비트 수(bps: bits per
second) 또는 초당 전송 메가비트 수(mbps: megabits per second)로 측정한다.

29

데이터 검증 (Data validation)

입력된 데이터가 합리적이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

88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 모임.

38

데이터베이스 질의문
(Database query)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는 코드.

51

데이터 표현
(Data representation)

숫자나 문자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이진 코드가 사용되는 방식.

6

디지털 논리 (Digital logic)

불 대수 규칙을 따르는 논리의 일종.

105

디지털 회로 (Digital circuits)

논리 게이트에 따라 작동하는 전기 회로.

105

래치(Latch)

High와 Low라는 두 종류의 안정적 상태 중 한 상태로 존재하는 회로. 리셋 전에는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118

레코드 (Record)

여러 관련 필드의 모음.

38

매개 변수(parameter)

함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보.

24

무선 액세스 지점
(Wireless access point)

와이파이(Wifi)를 사용해 무선기기를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

83

무손실 압축
(Lossless compression)

파일 내용의 품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압축 방법.

36

반도체 (Semiconductor)

반도체 물질로 만든 장치. 반도체 물질 중 대체로는 실리콘이 사용되지만 때로는 갈륨 비소 등도
사용된다.

108

번역 (Translate)

컴퓨팅에서 ‘번역’이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셈블리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 코드를 기계어
부호로 변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번역기로는 세 종류(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다.

122

불 연산식
(Boolean expression)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논리적인 연산식.

50

불 연산자
(Boolean operator)

AND, OR, NOT과 같은 연산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돌아오는 결과를 관리한다.

50

브레드보드 (Breadboard)

전기 회로를 설계하는 판으로 납땜이 필요하지 않다.

110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집단적 과정.

136

비압축 (Uncompressed)

파일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저장한 디지털 파일.

34

사전 (Dictionary)

알파벳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입력된 단어 목록.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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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정의

페이지

샘플링의 빈도수(Sample rate)

초당 녹음된 샘플(표본)의 수. 헤르츠(hertz, Hz)로 측정한다.

32

서버 측 스크립트
(Server-side script)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웹 사이트 코드. 클라이언트의 기기에 전달될 웹 페이지의 콘텐츠를
다룬다.

93

선형 탐색 (Linear search)

목록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검색하는 방식.

59

소스 코드 (Source code)

코드의 초기 버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어셈블러 언어를 소스 코드로 작성한다.

122

손실 압축 (Lossy compression)

파일 내용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파일 크기를 줄이는 압축 방법.

34

스위치 (Switch)

전기 회로를 통해 전류를 잇거나 끊는 장치.

102

암호 (Cypher)

데이터를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암호화거나 해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10

암호화 (Encryption)

데이터를 암호문으로 바꾸어 키(key)를 알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

14

앱 (App)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소프트
웨어이다. 그 종류로는 웹 앱,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이 있다.

132

양적 데이터
(Quantitative data)

양적 자료라고도 하며, 수량을 측정한다. “우리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고객 숫자는?”, “사람들
이 언제 우리 제품을 구매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양적 자료에 해당한다. 닫힌 질문을
통해 양적 자료를 얻게 된다. 닫힌 질문은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8단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45

연결 (Concatenate)

문자열 두 개를 서로 이어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것.

24

와이어프레임 (Wireframe)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과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85

외래키 (Foreign key)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키.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 또는 키 필드
와 연결된 테이블 필드.

56

이진 탐색 (Binary search)

검색해야 하는 리스트를 매번 반으로 나누는 검색 방식.

62

인코더(Encoder)

디지털 전자 회로에서 어떤 부호 계열의 신호를 다른 부호 계열의 신호로 바꾸는 변환기.

34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
(Internet protocol suite)

통신 프로토콜 4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

70

인출-해독-실행 주기
(Fetch-decode-execute cycle)

CPU가 프로그램에서 기계어 부호 명령을 실행할 때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126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웹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88

주기억 장치(Main memory)

CPU가 프로세싱 과정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기억 장치.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회로(메모리 셀)로 구성되어 있다.

118

중복 데이터(Redundant data)

이중, 삼중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여러 번 저장된 것을 뜻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54

지역 변수 (Local variable)

특정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변수. 전역 변수
(Global variable)는 프로그램 안의 어떤 곳이나 어떤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25

질적 데이터 (Qualitative data)

질적 자료라고도 하며,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
끼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낸다. 열린 질문을 통해 질적 자료를 얻게 된다. 열린
질문에는 “이 제안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은 무엇입니까?” 등이 해당하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8단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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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정의

페이지

집적 회로
(IC, Intergrated circuit)

실리콘 칩 위에 다량의 디지털 회로가 결합해 있는 것. 집적 회로를 ‘마이크로칩’이라고도 한다.

114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Client-side script)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웹 사이트 코드.

88

키 필드 (Key field)

키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레코드를 따로따로 구별한다. 단일 키 필드일 때는 기본 키
(primary key)라고 하며, 여러 필드가 사용될 때는 복합 키(composite key)라고 한다.

38

테이블 (Table)

행과 열로 정렬된 데이터 요소의 집합. 표에서 행(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열(列)은 무한
정으로 만들 수 있다.

38

통신 프로토콜
(Communication protocol)

컴퓨터 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규약.

70

트랜지스터(Transistor)

반도체의 일종으로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디지털 회로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108

파형 (Waveform)

소리 파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30

폰 노이만 구조
(Von Neumann architecture)

데이터와 프로그램 명령어가 같은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컴퓨터 구조.

128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
(Stored program computer)

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

126

필드 (Field)

데이터의 속성 한 개.

38

함수 (Function)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부프로그램. 함수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내장’된 경우도 있다. 프로그래머
들이 각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

24

해독 (Decryption)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평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14

확인 (Verification)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원래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과정.

54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구성 요소)의 프로그래밍 및 상호 통신 방식을 정의한다. 웹 API란 웹 기
반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일련의 프로그래밍 명령어 및 기준을 가리킨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은 웹 API를 통해 원래의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앱을 디자인하고 만든다. 다음
사이트의 디렉터리에서 웹 API를 검색할 수 있다.

149

FTP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75

IMAP(Internet Mail Access
Protocol, 인터넷 전자 우편 접속
프로토콜)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을 가져오면서 서버에 이메일 복사본을 남겨두는 프로토콜. 복수의 클라
이언트가 같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다.

73

MAC(Media Access Control,
매체 접근 제어)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할당되는 고유 식별자.

79

POP(Post Office Protocol,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을 다운로드받는 프로토콜. 다운로드받고 나면 서버에서는 이메일이 제거
되고 로컬(다운로드한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73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간이 전자우편 전송
프로토콜)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

71

156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최종(1.26).indd 156

2018-01-26 오전 8: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