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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COMPUTE-IT)의 철학
이 교재는 컴퓨팅의 세 갈래 -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 디지털 활용 능력 - 을 지도하기 위해 창의적인 학습법을 이
용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가능하다면 실제 컴퓨터가 없이 다른 교과목과 연계 학습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배운 지식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과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학습은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기는 하지만 땅
위에서 여러 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학생들이 도시를 걸어 다니며 연결점을 찾도록 하
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교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도시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
로 된 지도 없이는 학생들에게 여행 가이드 역할을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재가 바로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위를 대신하는 교재는 아니지만, 초보자들이 첫 걸음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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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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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에 제시된 진도표는 학생들의 컴퓨팅 학습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열의 맨 첫 행은 CAS
(Computing At School)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컴퓨팅의 여러 갈래에 대응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
을 정확히 풀이하는 데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컴퓨팅의 각 갈래를 공부하는 진행 과정은 표에서 행마다 세부화되어 있
고 색상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잘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이 표를 기존의 평가 체계와 함께 이용할 경우, 각 행에 임의의 값(단계)을 지정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다른 과목의 수행 능력에 기반을 둔 컴퓨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진도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각 행에 대한 값(단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등 단계(Key Stage 3)를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보라색에서 검은색 부분의 행에 초점을 맞추기를 권장합니
다. 흰색 행은 다음 단계(Key Stage 4/GSCE)에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의 학생들이 표에서 다루
는 일부 갈래에 있어 선행 학습을 하도록 하여, 노란색과 주황색 행을 학습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적
절한 단계에서 지도를 시작하고 그에 따라 임의의 성적 처리 값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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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이 교재의 전반에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개념(예를 들면 사고의 과정, 추상화, 분해, 알고리즘적 사고, 평가, 일반화)이
심겨 있습니다. 이 교재는 컴퓨팅의 포괄적 원칙(이진수, 프로그램과 컴퓨터 구조에서의 반복)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재
를 통해 여러분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자신 있게 처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같
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기보다는 교과 내 실습에 적절하며 지도
하는 개념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재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더 친숙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요구와 실습 결과에 적절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구성
Compute-IT는 7학년(중학교 1학년)부터 9학년(중학교 3학년)까지의 세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트의 구성 내
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용 교재: 인쇄판, 전자교과서, 화이트보드 전자교과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 지도 계획 또는 수업 계획, 학생용 교재 및 지도⋅학습 자료 학습활동의 해답, 매 단원을 가르치는 데
교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 안내, 성취도 측정용 평가표, GCSE 등의 자격증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
동적 학습(Dynamic Learning) 지도⋅학습 자료: 디지털 자료와 수업이 포함된 온라인 상품입니다. 자료의 구성은 아
래와 같습니다.
학습활동: 학생용 교재의 학습활동을 보충하는 것으로, 텍스트로 된 활동과 프로그래밍 활동이 모두 있습니다.
튜토리얼: 문서와 영상 형식. 학습활동에 추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설명입니다.
본 교재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시 파일: 수업 지원과 ‘정답’ 설정이 그 목적입니다.
교사용 지도서 자료의 디지털 버전
각 단원의 발표 및 애니메이션 자료
방향 자동 채점 평가 시스템과 온라인 채점 도구: 학습활동에 따른 학생 과제를 빠르고 쉽게 채점할 수 있고, 국
가교육과정에 제출할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교재의 각 단원에는 도전 과제가 하나씩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매 단원 처음에 이 도전 과제를 접하고 단원이
끝날 때는 과제를 완수하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배우고 도전 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학생들은 각 단원
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학습하고 도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IT-생각하기: 사고 토의 활동입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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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획하기: 계획 단계의 활동입니다.
•IT-컴퓨팅하기: 실질적인 컴퓨팅 활동입니다.
아래의 차시 계획을 통해 학생용 교재의 학습 자료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어떻게 수업을 재미있고 창의적
으로 진행할지 단계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 교재의 학생 평가
이 교재의 각 차시 계획에는 단원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진도표의 평가 보고서와 국가 교육과정 컴
퓨팅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계성은 각 차시 계획의 평가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 그 자체이지 목적지가 아니므로, 이 교재에서는 정식 누적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매
단계 평가표에 있는 채점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십시오. 변별과 학습 확장 안내가 매 차시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성취해야 할 목표, 많은 학생이 성취할 목표, 일부 학생이 성취할 목표가 각각 따
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작업 대부분은 서술형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실습 내용을 성취할 수 있으
며, 일부 학생들은 추가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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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
(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3.2.1 IT-계획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KS1(영국 초등 1-2학년 과정),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버깅한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

언어를 이용하여 기

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텍스트

어를 이용하여 쉽고

하학적 도형을 어떻

KS3(영국 중등 1-3학년 과정), 글머리 기호 1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

간단하게 기하학적 도

게 쉽고 간단하게 그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 세

봇 등)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

형을 그릴 수 있어야

리는지 알고 있다.

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

작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다.

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따라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 중 하나
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
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3.2.2 IT-컴퓨팅하기

글로 된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이 무엇이며, 알고리즘이 디지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

글로 된 알고리즘이

해답: 55~56쪽

적절한 그래픽 프로

장치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실행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그래픽 프로그

그래밍 언어로 변환

되는지 이해한다. 프로그램이 정밀하고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래밍 언어로 변환되는

할 수 있다.

분명한 명령어에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지 이해해야 한다.

인식한다.

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KS2(영국 초등 3-6학년 과정), 글머리 기호 1
물리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

프로그래밍 및 개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KS3, 글머리 기호 3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3.2.1 IT-계획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

3.2.2 IT-컴퓨팅하기

언어로 도형 작성 알고

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답: 55~56쪽

리즘을 그릴 수 있다.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문 (‘만

성하는지 파악할 것을

KS3, 글머리 기호 3

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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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진도표
학생 진도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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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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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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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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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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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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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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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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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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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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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
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프로
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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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그램 일부가 되풀
이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
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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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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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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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
한 ‘나만의 명령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
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
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
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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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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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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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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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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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용하여 재사
용성이 보장된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
성한다. 루프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이차원 데
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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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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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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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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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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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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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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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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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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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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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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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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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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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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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인
출-실행 주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
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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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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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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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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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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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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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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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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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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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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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데이
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컴퓨터 부정사용금지 등에 관
한 법률(Computer Misuse Act), 저작권 등 정보 기술 사용을 통
제하는 법적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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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도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

디지털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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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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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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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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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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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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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얻는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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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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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기술을 독립성을 갖고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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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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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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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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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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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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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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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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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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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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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연산자 (Boolean operator),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
색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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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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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
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
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
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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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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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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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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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
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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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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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술

디지털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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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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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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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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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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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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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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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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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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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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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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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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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를 이해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법(Data
Protection Act), 컴퓨터 부정사용 금지 등
에 관한 법률(Computer Misuse Act), 저
작권 등 정보 기술 사용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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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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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정보 기술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패치-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

제시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

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

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하게 개선하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에 대한 평을 남긴다.

1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은 주요 운영 체제 간의 차이를 알아 두어야 한다.
안드로이드
개발사
(개발자)

구글

iOS

애플

컴퓨터와
랩톱에서
작동하는가?
휴대 기기·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가?
오픈 소스

○

윈도 8

윈도 7

데비안

민트

페도라

유분투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마이크로
소프트

공동 개발:
데비안
프로젝트

공동 개발:
클레망 르페브르
(Clement
Lefebvre) 외

레드햇
(Red Hat)

캐노니컬
(Canonical)

○

○

○

○

○

○

○

○

○

유닉스
기반

유닉스
기반

윈도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운영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운영 체제의 종류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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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개)
리눅스
기반

계열

OSX

윈도

○

○

○

○

리눅스

리눅스

리눅스

리눅스

권장 목표
운영 체제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 운영 체제의 일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개방형(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
하게 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6~14쪽

Operating system (운영 체제)

연습 문제 1.1A 운영 체제 애너그램

BIOS (바이오스)

연습 문제 1.1B 운영 체제란? 가로세로 낱말 퍼즐

Driver (드라이버)

연습 문제 1.1C 운영 체제 자료표

Translator (번역 프로그램)

강의 노트
시작하기: 운영 체제 인식하기, 연습 문제 1.1A
학생들에게 이 단원에서 운영 체제라고 하는 특정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습 문제 1.1A를 완성하게
한다.

주요 활동 1: 운영 체제란?, 추상화 계층, 연습 문제 1.1B
앞으로 배울 단원의 기초를 쌓기 위해 학생들이 운영 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서 추상화 계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용 교재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소개 글이 제공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이론적인 부분이 많은데, 수업에서 같이 읽은 다음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 1.1B를 완성하도록 해도 좋고,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 좋다. 적당한 때 1.1.1 IT-생각하기를 같이 해 보고, 학생들이 확장 활동으로 기억 장치 할당(메모리)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조사한 다음 기억 장치 할당을 줄여 보도록 한다.

주요 활동 2: 다양한 운영 체제, 연습 문제 1.1C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운영 체제의 여러 종류를 소개하고, 1.1.2 IT-생각하기, 1.1.3 IT-생각하기 및 1.1.4 IT-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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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많은 학생이 스스로 자료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연습 문제 1.1C가 도움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총정리: 운영 체제 분류하기, 연습 문제 1.1A
학생들이 연습 문제 1.1A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정리해 둔 운영 체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학생 한 팀을 골라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말해 보게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랩톱용으로 설계된 운영 체제와 휴대용·모바일 기기로 설계된 운영 체제
GUI가 있는 운영 체제와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운영 체제
오픈 소스 운영 체제와 저작권이 있는 운영 체제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낱말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이 거의 완벽히 낱말 퍼즐을 완성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연습 문제 1.1C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간의

눈에 띄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리눅스 배포판을 구분해 내고, 각 배포판의 장점에 대해 여러 글에 쓰여
있는 대로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자주 쓰이는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해 알고 운영 체제 간의 공통점 몇 가지를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자료 조사를 통해 짝지어 둔 여러 종류의 운영 체제 간 공통점, 차이점,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기본 HCI를 넘어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조사 도중 찾은 자료를 분석하여 각 리눅스
배포판의 상대적 장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다양한 모바일 운영 체제 HCI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은 자료 조사를 폭넓게 하고 각 운영 체제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닉스
기반의 운영 체제(맥 OSⓇ와 리눅스)와 그렇지 않은 운영 체제 등 여러 운영 체제 간의 기술적 연결 고리에 대해 더 조사할 수
있다. 일부 학생은 리눅스 배포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배포판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일부는
여러 모바일 운영 체제의 상대적 장점을 각 운영 체제의 목적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도전 과제를 미리 살펴보고 1.2.1 IT-계획하기를 해 오게 하자.

다음 권장 진도
1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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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1.1A
1 안드로이드
2 윈도
3 리눅스
4 유닉스
5 iOS
6 솔라리스(Solaris)
7 DOS
8 맥 OSX

연습 문제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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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IT-생각하기
운영 체제에서 각 응용 프로그램이 항상 요구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는 없다. 시스템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너무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거나 일부 프로그램이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1.2 IT-생각하기
기능 버튼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다. 맥 OS에서 닫기(Close)와 최소화(Minimise) 버튼이 창의 왼쪽에 있고 다른 운영
체제에서는 대체로 오른쪽에 있다는 것 정도가 다를 뿐이다. 드래그와 사이즈 조절 기능은 어느 운영 체제에서든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맥 OS와 윈도Ⓡ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리눅스 인터페이스는 배포판에 따라 다르다.

1.1.3 IT-생각하기
우분투Ⓡ(Ubuntu)는 리눅스 기반의 운영 체제이며, 일반용과 기업용이 모두 있다.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우분투는 사용자 맞춤으로 수정하기 간편하다.
리눅스 민트Ⓡ(Mint)는 우분투 기반이며, 사용자 플러그인, 미디어 코덱, DVD 재생 지원, 자바 외 여러 요소가 모두 포함된
매우 완결성 있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커스텀 바탕 화면과 메뉴, 독특한 구성 도구 몇 가지, 웹 기반 패키지 설치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데비안Ⓡ(Debian)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한다. 데비안은 2만 개가 넘는 무료 패키지(쉬운 설치를 위해 미리 통합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페도라 프로젝트Ⓡ(Fedora Project)는 레드 햇(Red Hat)이 설계한 것이다. 페도라 프로젝트는 개방형(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만 만들어진 완결성 있는 다목적 운영 체제이다. 공개 포럼을 통해 개발되며, 1년에 2~3번씩 새로운 버전이
발표된다. 우분투나 민트, 데비안 개발 지원보다 레드 햇 개발팀의 지원이 더 민간(기업이 아닌)에 기반을 두고 있다.

1.1.4 IT-생각하기
윈도 폰 8Ⓡ은 ‘라이브 타일(Live tile)’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라이브 타일은 앱을 표시하는 상호 작용하는 사각형
타일이며 홈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 타일은 화면에 따라 개별 조정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4.1™에도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홈 스크린이 있어, 위젯을 이동하거나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다. 편집 모드에서 위젯을 화면 위로 밀어 보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애플에서는 홈 페이지에서 스크롤할 수 있는 앱 아이콘 그리드를 사용한다. 애플 iOSⓇ에는 휴대 전화의 각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시리Ⓡ음성 기능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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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보고용 문구

자료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필수 목표

1.1.2 IT-생각하기

운영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운영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

연습 문제 1.1B

지 설명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

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6쪽

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치-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필수 목표

연습 문제 1.1A

다양한 운영 체제의 이름을 알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운영 체제의 이름을

해답: 16쪽

수 있다.

알아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권장 목표

1.1.2 IT-생각하기

한 운영 체제의 주요한 기능을

(위 참조)

(위 참조)

운영 체제 하나의 주요 기

해답: 15쪽

설명할 수 있다.

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권

연습 문제 1.1B

장한다.

해답: 15쪽

권장 목표
여러 운영 체제 간의 일반

1.1.2 IT-생각하기

여러 운영 체제 간의 일반적인

1.1.3 IT-생각하기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할

적인 공통점 및 차이점을

1.1.4 IT-생각하기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해답: 16쪽

성취 가능 목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1.1.2 IT-생각하기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1.1.3 IT-생각하기

개방형(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와 개방형(오픈 소스) 소프

1.1.4 IT-생각하기

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트웨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해답: 16쪽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위 참조)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위 참조)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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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다양한 운영 체제의 예시를 들 수 있다.

권장 목표
두 개 이상의 운영 체제에 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다양한 운영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특정 상황에 어느 운영 체제가 가장 적합한지 고를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다양한 장치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5쪽
연습 문제 1.2A 운영 체제 순위 매기기
파워포인트 1.2 유틸리티란?
연습 문제 1.2B 동료 평가
인터랙티브 1.2 운영 체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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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없음

강의 노트
시작하기: 운영 체제 순위 매기기, 연습 문제 1.2A, 파워포인트 1.2
학생들이 연습 문제 1.2A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 각자 어떤 순서로 순위를 매겼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조
별 순위를 새로 만들어 보게 한다. 그다음 조별로 순위를 매긴 근거를 학급 학생들과 이야기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학급 전
체의 순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유틸리티가 컴퓨터의 유지 및 점검과 관련한 기능을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 준
다. 파워포인트 1.2를 보여 주고 나열된 것 중 어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유틸리티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주요 활동 1: 도전 과제 완성하기
도전 과제(여러 운영 체제 중 어느 것이 제일 좋을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포스터 만들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준다.
학생들은 이미 숙제로 1.2.1 IT-계획하기를 해 왔을 것이고, 1.2.2 IT-컴퓨팅하기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데스크톱 출
판(DTP)이나 워드 프로세싱 패키지로 해도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리눅스 버전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시설 여건이 되는 경우 네트워크에 버추얼박스
(VirtualBox) (www.virtualbox.org) 등의 무료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네트워크에
위험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화된 환경에서 여러 버전의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다.

주요 활동 2: 동료 평가, 연습 문제 1.2B
학생들이 서로의 포스터를 보고 연습 문제 1.2B를 이용해 동료 평가를 하게 한다.

총정리: 운영 체제 퀴즈, 인터랙티브 1.2
이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1.2를 해 보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이전에 한 학습 활동을 인용하거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운영 체제에 대한 사실 몇 가

지를 포스터에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각자의 조사에 기반해, 사용자의 필요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부 학생은 비교 대상이 되는 운영 체제의 보다 더 기술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사용자들을 위해 적절한 언어로 자세
하고 설득력 있는 추천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영 체제가 64비트일 경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식이다.

숙제
포스터에 대해 받은 피드백을 참고해 포스터를 수정해 보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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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파워포인트 1.2
다음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유틸리티이다.
디스크 조각 모음
파일 압축 프로그램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
방화벽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디스크 정리

1.2.1 IT-계획하기
학생들이 아래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모든 운영 체제는 기능이 아주 다양한데, 기능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작업이든 쉽게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임을 알게 된
다. 컴퓨팅의 많은 부분은 복잡성을 관리하고, 적절하고 간단한 추상화 과정을 찾아 작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운영 체제의
기능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운영 체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나면, 기능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
떤 작업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란 점도 알게 된다.

윈도가 운영 체제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한다.

윈도의 장점
호환성: 거의 모든 프로그램, 드라이버 및 게임이 윈도에서 작동한다.
기술 지원: 사용자가 굉장히 많으므로 윈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줄 사람을(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항상 찾을
수 있다.

윈도의 단점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야 할 수 있다(무료 프로그램도 있지만).
느림: 윈도, 특히 윈도 비스타와 윈도 7은 컴퓨터 리소스(기억 장치, 프로세서, 디스크 공간)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리다.
가격: 비싸다.

애플의 맥 OS는 윈도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맥 OS는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GUI 기반 운영 체제이다.

맥 OS의 장점
바이러스: 애플 맥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걸리지 않는다.
신뢰도: 맥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고장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맥 OS의 단점
비싼 가격: 윈도 OS보다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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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컴퓨터에서만 가능: 이미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존의 컴퓨터에 맥 OS를 설치하지는 못한다.
호환성: 맥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게임의 경우 거의 호환이 되지 않는다.

1991년 개발된 리눅스는 가장 역사가 짧은 OS이다.

리눅스의 장점
가격: 리눅스는 무료이다. 요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다운로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다.
다양성: 리눅스는 완전한 운영 체제가 아니라 커널일 뿐이다. 이 커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포판(‘distribution’ 또는 줄여서
‘distro’)이라 불리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리눅스와 함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배포판이 있으며 배포판에 따라 기능도
다르다.
바이러스: 맥 OS에 비하면 바이러스에 취약하긴 하지만, 리눅스도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는다.

리눅스의 단점
복잡성: 사용하기 간편한 배포판도 있지만, 대부분의 배포판은 제대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컴퓨터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한다.
호환성: 맥 OS처럼 리눅스도 시장 점유율이 낮으므로 윈도에 비해 호환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적다.
판매처: 리눅스 컴퓨터를 파는 판매처가 많지 않다. 보통은 윈도용 컴퓨터를 사서 하드 드라이브를 새로 포맷한 뒤 직접
리눅스 컴퓨터를 설치해야 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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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운영 체제

1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필수 목표

연습 문제 1.2A

다양한 운영 체제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

다양한 운영 체제의 예시를

1.2.1 IT-계획하기

예시를 들 수 있다.

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알고, 이

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치-실행

들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8~19쪽

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1.2.2 IT-컴퓨팅하기

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연습 문제 1.2B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KS3, 글머리 기호 8
다양한 장치와 여러 응용 프로그램
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
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
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
자의 요구에 만족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보 기술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
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
프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
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
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
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
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권장 목표

연습 문제 1.2A

두 개 이상의 운영

(위 참조)

(위 참조)

두 개 이상의 운영 체제에

1.2.1 IT-계획하기

체제에 대해 그 장단

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할 수

해답:18~19쪽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있도록 권장한다.

1.2.2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정보 기술
(위 참조)

연습 문제 1.2B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성취 가능 목표

연습 문제 1.2A

다양한 운영 체제의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운영 체제의 장단점

1.2.1 IT-계획하기

장단점을 비교하고

을 비교하고 특정 상황에 어

해답: 18~19쪽

특정 상황에 어느 운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느 운영 체제가 가장 적합한

1.2.2 IT-컴퓨팅하기

영 체제가 가장 적합

(위 참조)

(위 참조)

지 고를 수 있다.

연습 문제 1.2B

한지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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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또는
커맨드 라인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이터를 정렬해 놓으면 왜 정보를 검색하기가 더 쉬워지는지
알 수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해한다. 물리적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안다.

1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에서는 명령문(CMD line)과 명령문의 파일 관리 명령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알아 둘 것은 맥과 리눅스는 둘 다
유닉스 기반이고 대개 POSIX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같은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파일이나 폴더를 생성, 이동 및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을 최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파일이나 폴더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면 나중에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분명하고 간단한 말로 파일 및 폴더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자르기,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로 해 볼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폴더 이름을 정하고 폴더를 중첩하는(폴더 안에 폴더를 넣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자르기,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파일 확장자와 각 확장자의 용도를 알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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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정리, 저장,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통신망으로 얽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언어: 목적에 맞게 글쓰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16~19쪽

Graphical User Inter face(GUI, 그래픽 사용자

연습 문제 2.1A 파일 및 폴더 관리에 팁 제공하기

인터페이스)

연습 문제 2.1B 동료 평가
연습 문제 2.1C 파일 확장자

flat file(단층 파일) 보통 텍스트 파일을 말하며 파일 안
에 레코드들이 계층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를 띠지
않고 단순히 늘어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검색 방법이
단순하다.

강의 노트
시작하기: 실버 서퍼
먼저 news.bbc.co.uk/1/hi/programmes/click_online/9755790.stm에 있는 2분 14초짜리 영상을 보고 수업을 시작한다.
인터넷 사용에 첫발을 내디뎠거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업을 처음으로 듣는 노인층에 대한 영상이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복습하고, 개별적으로 혹은 두 명씩 짝을 지어 2.1.1 IT-생각하기를
작성하게 한다. 학생들은 포괄적인 목록(프로그램 열기, 검색 엔진 사용하기, 복사 및 붙여넣기, 이메일 계정 만들기 등)을
만들거나 범위를 좁혀 특정한 파일 관리 기술(파일 이동하기, 파일 이름 바꾸기, 작업을 파일 및 폴더 형태로 정리하기 등)을
언급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파일 및 폴더에 이름을 적절하게 붙이고 폴더를 이용해 작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이다.

주요 활동 1: 사용 방법 알려주기, 연습 문제 2.1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을 바꾸는 방법,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파일을 이동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준다. 교재에 소개된 여러 방법을 학생들이 모두 해 볼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2.1.2a IT-계획하기 및 그 연장선에 있는 연습
문제 2.1A를 작성하게 한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노인층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 주는 연습 문제이지만,
실제 과제의 목적은 명령문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습관을 기르고 기본 수준의 이해를 확고히 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요 활동 2: 정보를 알리고 설득·권고하기 위한 자료 작성하기
학생들이 2.1.2b IT-계획하기를 작성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학생 개별적으로나 그룹별로 작업을 할당해도 좋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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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평가, 연습 문제 2.1B
시간이 충분한 경우 연습 문제 2.1B를 사용해 동료 평가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학생들의 각 작업 옆에 평가지를
한 장씩 두고, 학생들이 각자 교실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당 세 명의 작업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기평가로서 학
생들이 각자의 홈 디렉터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자의 파일 관리 기술에 A+부터 F 중 하나의 점수를 주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파일을 이동하는 방법을 한 가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방식마다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파일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은 같은 결과를 얻을 때도 여러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면 키보드 단축키, 콘텍스트 메뉴(마우스 우클릭 메뉴) 및 드래그 앤 드롭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학
생들은 또한 zip 파일 이용, 백업 등의 더 복잡한 작업도 해내고 각 작업에 충분한 설명을 덧붙일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파일 관리의 특징을 파악하는 포스터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은 이를 명

확히 해낼 것이다. 일부는 제품을 만들고 정보를 적절하게 설정하면서 대상 소비자층도 고려할 것이다.

숙제
2.1.3 IT-생각하기와 그 연장선에 있는 연습 문제 2.1C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2.1.1 IT-생각하기
학생들은 포괄적인 목록(프로그램 열기, 검색 엔진 사용하기, 복사 및 붙여넣기, 이메일 계정 만들기 등)을 만들거나 범위를
좁혀 특정한 파일 관리 기술(파일 이동하기, 파일 이름 바꾸기, 작업을 파일 및 폴더 형태로 정리하기 등)을 언급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이해 수준을 목표로 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습관과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파일 관리 기술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학생 평가는 각 학생이 어떻게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
대상(노인층 및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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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a IT-계획하기/연습 문제 2.1A
표가 완성되면 아래와 같게 될 것이다.

작업

왜

어떻게

폴더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같은 장소에
모아두기 위해서, 파일을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그다음
‛폴더’를 선택

파일 이름
바꾸기

파일 내용을 알기 쉽게 하려고

파일을 한 번 클릭한 다음 다시 한 번 클릭

다른 폴더에
파일 옮기기

파일을 재정리하고 프로젝트를 한데 모아두기
위해서

한 폴더에서 파일을 잘라낸 다음 다른 폴더에 붙여넣기

압축 파일에
여러 파일 넣기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받는 등의
경우에 파일 이동을 쉽게 하려고

한데 모아둘 파일을 모두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압축 기능을 찾기

파일 백업하기

파일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일을 복사한 후 USB 등의 백업 기기에 붙여넣기

2.1.3 IT-생각하기/연습 문제 2.1C
파일 유형

파일 확장자

이미지 파일로서, 사진일 수도 그림일 수도 있다.

.jpg

문서 파일이지만 보통은 편집이 불가능한 파일이다.

.pdf

웹 페이지이다. 보통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다.

.html

보편적인 비디오 파일 확장자이다.

.mov

음악 파일이다. 여러분도 이 종류의 파일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mp3

프로그램이며,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exe

직접 편집이 가능한 문서 파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로 이 파일을 연다.

.docx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문서이다.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로 열 수 있다.

.xlsx

슬라이드쇼 파일이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로 열 수 있다.

.pptx

‘배치 파일(일괄 파일, batch file)’로서, 더블 클릭하면 명령어가 쭉 뜨게 된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파일을
전에 별로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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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2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1.2a IT-생각하기

파일이나 폴더를 생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정리, 저장,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할

파일이나 폴더를 생성, 이동

연습 문제 2.1A

성, 이동 및 이름을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

수 있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

및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답: 25쪽

변경할 수 있다.

적으로 사용한다.

이터를 정렬해 놓으면 왜 정보 검색
하기가 더 쉬워지는지 이해할 수 있

KS3, 글머리 기호 5

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준

통신망으로 얽혀 있는 컴퓨터 시스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를 인지한다.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1.2a IT-생각하기

파일을 복사하고 붙

(위 참조)

(위 참조)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연습 문제 2.1A

여넣기 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을 최소 한 가지는

해답: 25쪽

최소 한 가지는 알 수

KS3, 글머리 기호 5

알고 있어야 한다.

있다.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1.2a IT-생각하기

파일이나 폴더에 적

(위 참조)

(위 참조)

파일이나 폴더에 적절한 이

연습 문제 2.1A

절한 이름을 붙이면

름을 붙이면 나중에 더 쉽게

해답: 25쪽

나중에 더 쉽게 찾을

KS3, 글머리 기호 5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위 참조)

수 있어야 한다.

한다.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2.1.2b IT-생각하기

분명하고 간단한 말

(위 참조)

(위 참조)

분명하고 간단한 말로 파일

연습 문제 2.1A

로 파일 및 폴더를 설

및 폴더를 설명할 것을 권장
KS3, 글머리 기호 5

명할 수 있다.

한다.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2.1.2a IT-생각하기

다양한 자르기, 복사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자르기, 복사하기 및

연습 문제 2.1A

하기 및 붙여넣기 방

붙여넣기 방법을 숙지하고

해답: 25쪽

법을 숙지하고 실제

실제로 해 보기를 권장한다.

2.1.2b IT-생각하기

로 해 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위 참조)

연습 문제 2.1A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1.2a IT-생각하기

폴더 이름을 정하고

(위 참조)

(위 참조)

폴더 이름을 정하고 폴더를

연습 문제 2.1A

폴더를 중첩하는(폴

중첩하는(폴더 안에 폴더를

해답: 25쪽

더 안에 폴더를 넣는)

KS3, 글머리 기호 5

넣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

2.1.2b IT-생각하기

방법을 파악한다.

(위 참조)

다.

연습 문제 2.1A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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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1.2a IT-생각하기

각 자르기, 복사하기

(위 참조)

(위 참조)

각 자르기, 복사하기 및 붙

연습 문제 2.1A

및 붙여넣기 방법의

여넣기 방법의 장점과 단점

해답: 25쪽

장점과 단점에 대해

KS3, 글머리 기호 5

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

2.1.2b IT-생각하기

평가를 내린다.

(위 참조)

다.

연습 문제 2.1A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1.3 IT-생각하기

파일 확장자와 각 확

(위 참조)

(위 참조)

파일 확장자와 각 확장자의

연습 문제 2.1C

장자의 용도를 알 수

용도를 알 수 있다.

해답: 25쪽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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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서는 명령문을 이용한 파일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윈도, 맥,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맥과 리눅
스의 명령어는 같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명령 프롬프트에 최소한 한 개의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
파일과 폴더 관리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권장 목표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일 및 폴더를 이동, 복사, 이름 변경 및 삭제할 수 있다.
파일 및 폴더 관리에 있어 그래픽 방식과 명령문 방식의 장단점을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한 운영 체제 안에서 GUI와 텍스트 기반 명령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파일 관리에 있어 명령문이 GUI보다 적합한 경우를 찾아본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정리, 저장,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통신망으로 얽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20~22쪽

Command line (커맨드 라인)

연습 문제 2.2A 명령문 거꾸로 낱말 퀴즈

Directory (디렉터리)

Year 8 2.2.2 Compute-IT readme.pdf
Year 8 2.2.2 Compute-IT.zip
연습 문제 2.2B 키 명령어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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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거꾸로 낱말 퍼즐, 연습 문제 2.2A
학생들이 연습 문제 2.2A를 해결하게 한다.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낱말 퍼즐에 팝업 메뉴, 창 닫기 버튼, 툴바, 눈금자, 상태 표
시줄 등의 다른 요소도 추가하도록 권유해 본다.

주요 활동: 명령문 사용하기
학생들이 명령문 프롬프트에 익숙해지도록 2.2.1 IT-컴퓨팅하기를 해 보게 한다. 그다음 2.2.2 IT-컴퓨팅하기를 하게 한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감독관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폴더 압축을 푸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윈도의 경우 압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일을 열거나 수정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일의 압축을
풀고 나면, 학생들은 명령문을 열고 cd 명령어를 사용해 파일을 정확한 폴더로 이동해야 한다. 폴더의 정확한 위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학생 과제에 H:/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Z:/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다.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네트워크 제한이 있으므로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 등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다. 윈도용 명령어와 리눅스, 맥 OSX 등 유닉스 기반 운영 체제용 명령어 집합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작업 전부를 모두 완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이 중 여러 가지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총정리: 명령어 확인하기, 연습 문제 2.2B
학생들이 연습 문제 2.2B를 해결하게 한다. 여기에서도 명령어 집합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윈도용, 하나는
라즈베리 파이와 리눅스 및 맥 운영 체제용이다. 이 작업을 통해 학생들은 명령문에 입력된 명령어가 어떻게 GUI 창에서
동작을 이끌어내는지 알아볼 수 있다. GUI에서 파일을 드래그 및 드롭하면 이동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GUI에서 이 동작을 한다고 명령문의 명령어가 생성되거나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디렉터리 변경이나 파일 나열하기 등 간단한 명령어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최소한 한 개의 디렉터리를 만들고 파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을 완료할 것이다.
과제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GUI와 명령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명령문 사용의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는 명령문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2.2.3 IT-생각하기를 숙제로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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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2.2A
아래와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가로

4 창을 치워두려고 줄어들게 만드는 버튼
6 문서나 프로그램을 보여 주는 네모난 상자
7 창에서 스크롤할 때 사용되는 가로 또는 세로 바
세로

1 창이 화면을 채우도록 확대하는 버튼
2 마우스로 조정하는 커서나 화살표
3 대부분 창 맨 위에 있는 선택 사항
5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작은 이미지

연습 문제 2.2B
윈도

기능 설명
파일 내용을 보여 주는 명령어

명령어
type

디렉터리 내용을 나열하는 명령어

dir

파일을 이동하는 명령어

move

파일 이름을 바꾸는 명령어

ren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

del

디렉터리를 삭제하는 명령어

rd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명령어

md

디렉터리 내용을 보거나 디렉터리를 바꾸는 명령어

cd

맥이나 리눅스 운영 체제

기능 설명

명령어

파일 내용을 보여 주는 명령어

cat

디렉터리 내용을 나열하는 명령어

ls

파일을 이동하는 명령어

mv

파일 이름을 바꾸는 명령어

mv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

rm

디렉터리를 삭제하는 명령어

rmdir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명령어

mkdir

디렉터리 내용을 보거나 디렉터리를 바꾸는 명령어

cd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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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IT-생각하기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행동을 직접 제어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행동을 완료하기 위해 여러 디렉터리 사이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윈도와 같은 GUI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다.
CPU 타임(중앙 처리 장치 시간)이 덜 필요하다.
명령어가 더 융통성 있어진다.
여러 명령어/행동을 더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명령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헷갈릴 수 있다.
명령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잘못 입력하면 명령어가 작동하지 않거나 완전히 다른 명령이 실행될 수 있다.
GUI에서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명령문에서는 명령어를 추측할 수 없다.
여러 명령어/행동을 더 쉽게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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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2.1 IT-컴퓨팅하기

명령 프롬프트에 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정리, 저장,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알 수 있

명령 프롬프트에 최소한 한

연습 문제 2.2B

소한 한 개의 명령어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

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데이터를

개의 명령어를 입력할 수

해답: 30쪽

를 입력할 수 있다.

적으로 사용한다.

분류해 놓으면 왜 정보 찾기가 더

있어야 한다.

쉬워지는지 알 수 있다. 필터를 사
KS3, 글머리 기호 5

용하거나 단일 기준 검색을 수행할

통신망으로 얽혀 있는 컴퓨터 시스

수 있다.

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를 인지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2.1 IT-컴퓨팅하기

파일과 폴더 관리에

(위 참조)

(위 참조)

파일과 폴더 관리에 두 가

연습 문제 2.2B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

해답: 30쪽

는 것을 인지한다.

지한다.

2.2.2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5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2.2.1 IT-컴퓨팅하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위 참조)

(위 참조)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일 및

연습 문제 2.2B

파일 및 폴더를 이동,

폴더를 이동, 복사, 이름 변

해답: 30쪽

복사, 이름 변경 및

경 및 삭제할 수 있다.

2.2.2 IT-컴퓨팅하기

삭제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2.2.1 IT-컴퓨팅하기

파일 및 폴더 관리에

(위 참조)

(위 참조)

파일 및 폴더 관리에 있어

연습 문제 2.2B

있어 그래픽 방식과

그래픽 방식과 명령문 방식

해답: 30쪽

명령문 방식의 장점

KS3, 글머리 기호 5

의 장점을 각각 파악할 수

2.2.2 IT-컴퓨팅하기

을 각각 파악할 수 있

(위 참조)

있다.

2.2.3 IT-생각하기

다.

해답: 30쪽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2.1 IT-컴퓨팅하기

한 운영 체제 안에서

(위 참조)

(위 참조)

한 운영 체제 안에서 GUI와

연습 문제 2.2B

GUI와 텍스트 기반

텍스트 기반 명령어가 서로

해답: 30쪽

명령어가 서로 연결

KS3, 글머리 기호 5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

2.2.2 IT-컴퓨팅하기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위 참조)

한다.

2.2.3 IT-생각하기

해한다.

해답: 31쪽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2.1 IT-컴퓨팅하기

파일 관리에 있어

(위 참조)

(위 참조)

파일 관리에 있어 GUI보다

연습 문제 2.2B

GUI보다 명령문이

명령문이 더 적합한 경우로

해답: 30쪽

더 적합한 경우로 어

KS3, 글머리 기호 5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시한

2.2.2 IT-컴퓨팅하기

떤 경우가 있는지 제

(위 참조)

다.

2.2.3 IT-생각하기

시한다.

해답: 31쪽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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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한 개 이상의 명령을 실행시키는 배치 파일이나 셀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
매번 명령어를 각각 실행시키는 것보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권장 목표
스크립트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 복사, 이름 변경 및 삭제할 수 있다.
스크립트 작성에 어떤 장점 및 단점이 있는지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기준에 따라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인지한다.
파일 관리에 있어 GUI보다 명령문이 더 적합한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시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정리, 저장,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통신망으로 얽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인지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
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33-38쪽

Batch file (배치 파일)

연습 문제 2.3A 윈도 명령문 복습

Shell script (셸 스크립트)

연습 문제 2.3B 맥/리눅스 명령문 복습

Wildcard (와일드카드)

Year 8 2.3.1 Compute-IT readme.pdf
Year 8 2.3.1 Compute-IT Windows.zip
Year 8 2.3.1 Compute-IT Mac and Linux.zip
Year 8 2.3.3 Compute-IT readme.pdf
Year 8 HEX 해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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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명령어 복습, 연습 문제 2.3A, 연습 문제 2.3B
학생들이 앞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 2.3A (윈도) 또는 연습 문제 2.3B (맥/리눅스)를 하게 한다. 2번
문제는 주요 활동 1에 직접 연결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미리 작성된 배치 파일이나 셸 스크립트가 주어질 것이므로, 2번 문제
를 맞혀야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답을 맞힌다면 더 바람직하다.

주요 활동 1: 배치 파일과 셸 스크립트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배치 파일과 셸 스크립트에 관해 설명하고, 2.3.1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학생들은 간단한 명령 집합을 실행하는 배치 파일이나 셸 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실제로는 배치 파일이나 셸 스크
립트만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도 명령어를 모두 입력해야 하고 각 파일을 명칭별로 관리해야 하기 때
문이다(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와일드카드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 copy⁎.txt newFolder라고 입력하면 모든 txt 파일이
‘newFolder’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그래도 이 활동을 첫걸음으로 하면 와일드카드에 대해 배우는 주요 활동 2에서 이해가
더 쉬워진다.
학생들이 윈도를 쓰는지 맥/리눅스를 쓰는지에 따라 알맞은 zip 파일을 다운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압축 파일 안에 ‘132.txt’
란 파일이 있을 텐데, 파일 안에 연습 문제 2.3A (윈도)와 연습 문제 2.3B (맥/리눅스)의 2번 문제 해답이 있다. 학생들이 해
답을 자세히 읽고, 파일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다음 파일명을 ‘132.bat’(윈도) 또는 ‘132.sh’(리눅스/맥)
로 변경해야 한다. 이제 132.bat 또는 ./132.sh를 입력하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이 스크립트에서 ‘userLogs.text’파일명
은 ‘userLogs.txt’로 변경되어야 하고, ‘textFiles’ 디렉터리를 새로 생성하고, ‘userLogs.txt’를 이 디렉터리에 복사한 다음
‘userLogs.text’는 삭제해야 한다. 마지막 명령 두 개는 move나 mv 명령어로 바로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자.
이 학습 활동의 후반부에서 할 일은 각 텍스트 파일을 ‘textFiles’폴더에 이동시키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각 파일
이 개별적으로 스크립트 파일에 입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3.2 IT-생각하기를 학생들이 작성하게 한다. 어떤 작업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수행할 때는 명령어를 하나만 입
력해서 전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파일마다 개별적으로 명령어를 매번 입
력하기는 다소 지루하다는 점도 알게 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와일드카드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2.3.3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완수하기
이 단원의 도전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2.3.4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작업이 진행
될수록 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뒤처진 학생들은 간단한 문제를 풀고,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도전 과제까지 따라가면
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학생들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명령문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능숙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백업 스크립트나 로그인 스크립트 작성 등의 일상 작업에 이러한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총정리: 보안 문제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작업을 쉽게 하도록 스크립트를 미리 써 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상황에 대해 학
생들과 이야기해 본다. 이 경우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위험할지 학생들에게 말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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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손상하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스크립트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하
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명령문 도구와 스크립트의 사용이 매우 유용하고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크립트 출처가 불분
명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몇몇 명령어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이 명령어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스크립트의 이름을 바꾸고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추가적인 명령어도 작성하고, 스크립트의 효용성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와일드카드 없는 배치 파일 또는 셸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
수는 스크립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복수의 와일드카드를 사용해 모든 작업
을 매우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을 폴더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파일 분석을 위해 적

절한 폴더로 파일을 이동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파일 분석을 마치고 숨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본 수업에는 숙제가 없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2.3A
1
작업 중인 디렉터리를 변경한다.

E

파일 내용을 보여 준다.

D

새 폴더에 파일의 복사본을 만든다.

H

현재 디렉터리의 내용을 보여 준다.

F

파일을 새 폴더에 이동한다.

A

새 디렉터리를 생성한다.

G

파일을 삭제한다.

C

파일 이름을 바꾼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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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erLogs.text의 파일 이름을 userLogs.txt로 변경한다.

ren userLogs.text userLogs.txt

textFiles라는 이름의 새 디렉터리를 만든다.

md textFiles

textFiles 디렉터리에 userLogs.txt를 복사한다.

copy userLogs.txt textFiles

oldUserLogs.txt를 삭제한다.

del oldUserLogs.txt

연습 문제 2.3B
1
작업 중인 디렉터리를 변경한다.

E

파일 내용을 보여 준다.

D

새 폴더에 파일의 복사본을 만든다.

H

현재 디렉터리의 내용을 보여 준다.

F

파일을 새 폴더에 이동한다.

A

새 디렉터리를 생성한다.

G

파일을 삭제한다.

C

파일 이름을 바꾼다.

B

2
userLogs.text의 파일 이름을 userLogs.txt로 변경한다.

mv userLogs.text userLogs.txt

textFiles라는 이름의 새 디렉터리를 만든다.

mkdir textFiles

textFiles 디렉터리에 userLogs.txt를 복사한다.

cp userLogs.txt textFiles

oldUserLogs.txt를 삭제한다.

rm oldUserLogs.txt

2.3.1 IT-컴퓨팅하기
명령이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userLogs.text’의 파일명이 ‘userLogs.txt’로 변경된다.
‘textFiles’라는 새 디렉터리가 생성된다.
‘userLogs.txt’가 이 디렉터리에 복사된다.
‘userLogs.txt’가 현재 디렉터리에서 제거된다.

2.3.2 IT-생각하기
배치 파일과 셸 스크립트 사용의 장점은 명령어 한 개만 사용하여 여러 개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작
업의 일부 시퀀스를 자동화하고 배치 파일 및 셸 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파일 시스템 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
을 완료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배치 파일이나 셸 스크립트에서 파일마다 명령어를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
턴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 와일드카드를 써서 행동을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파일 이름이 예상과 다를 경우 생각지 못한 결
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배치 파일과 셸 스크립트는 강력한 도구이며, 그 효과는 대개 영구적이다. 만약 와일드카드와 함께 사
용되거나 잘못된 폴더에 사용될 경우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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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IT-컴퓨팅하기
3

윈도

맥 & 리눅스

a)

ren userLogs.text userLogs.txt

mv userLogs.text userLogs.txt

b)

md textFiles

mkdir textFiles

c)

move⁎.txt textFiles

mv⁎.txt textFiles

d)

md datFiles

mkdir datFiles

e)

move⁎.dat datFiles

mv⁎.dat datFiles

2.3.4 IT-컴퓨팅하기
윈도

맥 & 리눅스

a)

md logFiles
md dataFiles
md hackedFiles

mkdir logFiles
mkdir dataFiles
mkdir hackedFiles

b)

move⁎.txt logFiles

mv⁎.txt logFiles

C)

move⁎hex⁎.⁎hackedFiles

mv⁎hex⁎.⁎hackedFiles

d)

move ⁎.⁎dataFiles

mv⁎.⁎dataFiles

e) 숨겨진 메시지: ‘Learning how to make the most of computers and making them work for you will open more

doors than learning how to make a slideshow’(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슬라이드쇼
만드는 방법을 배울 때보다 더 많은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f) 숨겨진 메시지: ‘Never set your password as ’password’or the name of your pet and DON’T use the same password

for everything’(비밀번호를 ‘password’라고 정하거나 여러분 애완동물 이름으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번호를 다 동일하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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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3.1 IT-컴퓨팅하기

한 개 이상의 명령을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정리, 저장,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알

한 개 이상의 명령을 실행시

연습 문제 2.3A

실행시키는 배치 파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

수 있다. 단층 파일(Flat file)에

키는 배치 파일이나 셸 스크

해답: 35쪽

일이나 셸 스크립트

적으로 사용한다.

데이터를 분류해 놓으면 왜 정

립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를 만들 수 있다.

보 찾기가 더 쉬워지는지 알 수
KS3, 글머리 기호 5

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단일

통신망으로 얽혀 있는 컴퓨터 시스

기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를 인지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와 또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컴퓨터가 왜, 언제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운영 체제의 주요 기
능을 이해한다. 물리적 네트워
크,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
워크의 차이점을 안다.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2.3.2 IT-생각하기

매번 명령어를 각각

(위 참조)

(위 참조)

매번 명령어를 각각 실행시

해답: 36쪽

실행시키는 것보다

키는 것보다 스크립트를 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위 참조)

(위 참조)

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는 점을 인지한다.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2.3.1 IT-컴퓨팅하기

스크립트에서 파일

(위 참조)

(위 참조)

스크립트에서 파일이나 폴

연습 문제 2.3A

이나 폴더를 이동, 복

더를 이동, 복사, 이름 변경 및

2.3.3 IT-컴퓨팅하기

사, 이름 변경 및 삭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삭제할 수 있다.

2.3.4 IT-컴퓨팅하기

제할 수 있다.

(위 참조)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2.3.2 IT-생각하기

스크립트 작성에 어

(위 참조)

(위 참조)

스크립트 작성에 어떤 장점

해답: 36쪽

떤 장점 및 단점이 있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위 참조)

(위 참조)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3.1 IT-컴퓨팅하기

기준에 따라 파일을

(위 참조)

(위 참조)

기준에 따라 파일을 선택하

연습 문제 2.3A

선택하는 방법을 인

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다.

2.3.3 IT-컴퓨팅하기

지한다.

해답: 36-37쪽

및 단점이 있는지 이해하기

는지 이해한다.

를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2.3.4 IT-컴퓨팅하기

(위 참조)

(위 참조)

해답: 37쪽

KS1,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2.3.2 IT-생각하기

파일 관리에 있어

(위 참조)

(위 참조)

파일 관리에 있어 GUI보다

해답: 36쪽

GUI보다 명령문이

명령문이 더 적합한 경우로

더 적합한 경우로 어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시할

떤 경우가 있는지 제

(위 참조)

(위 참조)

수 있다.

시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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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적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수와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
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하고 용도를 변경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
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이해한다. 해답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
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을 수정하며 보완할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차시

알아두기
이진수 체계와 십진수 체계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들 처음에는 십진수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십진수 체계를 내려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에서 이와 관련한 좋은 교육 영상을
찍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y1hpm1GXVI)
여러분은 이진수→십진수 변환(8비트까지), 십진수→이진수 변환(255까지)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진 가산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8비트 이진수에서 각 비트의 값을 알고 있다.
1에서 15까지의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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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목표
1에서 255까지의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이진수를 1에서 255까지의 십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이진수를 8비트까지 셀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수와 십진수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수와 십진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26~31쪽

Integer (정수)

연습 문제 3.1A 이진수: 알아두기

Binary (이진수)

연습 문제 3.1B 십진수에서 이진수 계산하기

Decimal (십진수)

연습 문제 3.1C 이진수와 십진수 변환하기 (4비트까지)

Bit (비트)

연습 문제 3.1D 이진수와 십진수 변환하기 (8비트까지)

Byte (바이트)

인터랙티브 3.1A 8비트 이진수
인터랙티브 3.1B 이진수 축구
연습 문제 3.1E 비트, 니블, 바이트

강의 노트
시작하기: 이진수: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3.1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1단원에서 배운 무척추동물 분류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고, 3.1.1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3.1A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답을 맞혀 보고, 이진수에서는 1과 0만 사용되며 그보다 더 큰 숫자

는 없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주요 활동 1: 십진수와 이진수, 연습 문제 3.1B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십진수와 이진수로 숫자 세는 법을 설명한다. 다 같이 3.1.2 IT-생각하기의 답을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
학생들이 3.1.3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3.1B도 이와 연관된 문제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음의 영상을 같이 봐
도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ry1hpm1GXVI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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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이진수: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3.1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1단원에서 배운 무척추동물 분류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고, 3.1.1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3.1A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답을 맞혀 보고, 이진수에서는 1과 0만 사용되며 그보다 더 큰 숫자

는 없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주요 활동 1: 십진수와 이진수, 연습 문제 3.1B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십진수와 이진수로 숫자 세는 법을 설명한다. 다 같이 3.1.2 IT-생각하기의 답을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
학생들이 3.1.3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3.1B도 이와 연관된 문제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음의 영상을 같이 봐
도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ry1hpm1GXVI

주요 활동 2: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변환하기, 이진수에서 십진수로 변환하기, 연습 문제 3.1C, 연습 문제
3.1D, 인터랙티브 3.1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 준다. 학생들이 3.1.4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3.1.5 IT-생각하기, 3.1.6 IT-생각하기나 3.1.7 IT-생각하기도 같이 해 봐도 좋다. 연습 문제 3.1C와 연습
문제 3.1D로 보충할 수 있다. 연습 문제 3.1C는 4비트 이진수를 다루고, 연습 문제 3.1D는 8비트 이진수를 다룬다.

먼저 다 푼 학생들은 인터랙티브 3.1A를 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분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

총정리: 이진수 축구, 인터랙티브 3.1B
두 명씩 짝을 지어 인터랙티브 3.1B를 해 보게 한다. 짝을 지을 때 실력이 비슷하도록 짝을 지어야 게임이 더 재미있고 점수 차
이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을 것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3.1.5 IT-생각하기, 3.1.7 IT-생각하기 및 연습 문제 3.1D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산수를 어려워

하는 학생들은 3.1.4 IT-생각하기, 3.1.6 IT-생각하기, 연습 문제 3.1C를 대신 해 봐도 된다. 인터랙티브 3.1A도 확장 활동으로 해
볼 수 있다.

숙제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의 ‘비트, 니블, 바이트’를 읽어 보게 하고, 그다음 3.1.8 IT-생각하기, 3.1.9 IT-생각하기 및 3.1.10 IT-생각
하기를 풀어보게 한다. 학생들이 집에 교재를 들고 가지 못하는 경우 그 대신 연습 문제 3.1E를 가지고 가도 된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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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3.1.1 IT-생각하기
a) 1001
b) 000

연습 문제 3.1A
a) 1001
b) 000
c) 10001
d) 1010

3.1.2 IT-생각하기
16진법(base 16)에서는 숫자 9 뒤에 알파벳 A~F를 사용한다.

3.1.3 IT-생각하기/연습 문제 3.1B
a) 2

d) 27

b) 7

e) 31

c) 17

3.1.4 IT-생각하기 & 연습 문제 3.1C의 1번 문제
a) 11

e) 6

b) 10

f) 12

c) 14

g) 5

d) 2

h) 1

3.1.5 IT-생각하기 & 연습 문제 3.1D의 1번 문제
a) 210

e) 75

b) 95

f) 40

c) 77

g) 245

d) 188

h) 176

3.1.6 IT-생각하기 & 연습 문제 3.1C의 2번 문제
a) 111

e) 1101

b) 1001

f) 11

c) 100

g) 0

d) 1111

h) 1000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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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IT-생각하기 & 연습 문제 3.1D의 2번 문제
a) 111000

e) 11111111

b) 11001001

f) 1100000

c) 11000011

g) 10011011

d) 1111010

h) 1010010

3.1.8 IT-생각하기
a) 4 (십진수 0-3)
b) 8 (십진수 0-7)
c) 16 (십진수 0-15)
d) 256 (십진수 0-255)

3.1.9 IT-생각하기
비트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가능한 숫자의 수가 두 배가 된다.

3.1.10 IT-생각하기
이름이 ‘니블’인 이유는 반 ‘바이트’이기 때문이다. 니블(nibble)은 영어 동사로서 ‘음식을 야금야금 먹다’라는 뜻이 있고,
바이트(byte)는 ‘한 입 깨물다’라는 영어 동사 bite와 발음이 같다. 영어로 ‘Byte’와 맞추기 위해 가끔 ‘nybble’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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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3.1.6 IT-생각하기

1에서 15까지의 십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

1에서 15까지의 십진수를

해답: 42쪽

진수를 이진수로 변

통해 이진수와 십진수를 서로 변환하

내기 위하여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어야

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

한다.

환할 수 있다.

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
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
수와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
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
터를 질의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3.1.7 IT 컴퓨팅하기

1에서 255까지의 십

(위 참조)

(위 참조)

1에서 255까지의 십진수를

해답: 42쪽

진수를 이진수로 변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환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3.1.4 IT-생각하기

이진수를 1에서 255

(위 참조)

(위 참조)

이진수를 1에서 255까지의

3.1.5 IT-생각하기

까지의 십진수로 변

십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해답: 42쪽

환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3.1.6 IT-생각하기

십진수를 이진수로

(위 참조)

(위 참조)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

3.1.7 IT-생각하기

변환하는 방법 여러 가

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 수

해답: 42쪽

지를 알 수 있다.

있다.

1차시

45

Unit 3. 정보의 이진 표현

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4비트 이진수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이진수가 8비트짜리 고정 길이 비트열에 들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이진수를 어떻게 십진법으로 바꾸는지, 십진 숫자를 어떻게 이진법으로 바꾸는지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8비트 이진수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이진수를 8비트 고정 길이 비트열로 변환할 수 있다.
이진수 두 개를 어떻게 더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8비트 고정 길이 비트열 두 개를 더할 때 나타나는 이진법 오버플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수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법과 십진법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32~34쪽

인터랙티브 3.2B 이진수 우주 경쟁: 쉬움

인터랙티브 3.1B 이진수 축구

인터랙티브 3.2C 이진수 우주 경쟁: 어려움

파워포인트 3.2 이진 가산

연습 문제 3.2B 이진수 튜토리얼 영상 만들기:이진수→

비디오 3.2 이진 가산

십진수 변환

연습 문제 3.2A 이진수 두 개 더하기

연습 문제 3.2C 이진수 튜토리얼 영상 만들기:십진수→

인터랙티브 3.2A 이진 가산

이진수 변환
연습 문제 3.2D 이진수 튜토리얼 영상 만들기: 이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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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Overflow (오버플로)

강의 노트
시작하기: 정수 이진수 복습, 인터랙티브 3.1B
지난 차시의 숙제(3.1.8 IT-생각하기, 3.1.9 IT-생각하기, 3.1.10 IT-생각하기)를 다시 살펴본다. 시간이 충분한 경우 학생들이
인터랙티브 3.1B를 다시 한 번 해 봐도 좋다.

주요 활동1: 이진수 더하기. 파워포인트 3.2, 비디오 3.2, 연습 문제 3.2A, 인터랙티브 3.2A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 3.2의 첫 슬라이드를 보여 주고, 두 명이나 세 명씩 짝을 지어 답을 맞혀보도록 한다. 그다음 어떤 과정
을 거쳐 답을 내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파워포인트 3.2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다. 이진수를 십진수으로 십진수로 바
꾼 다음 두 숫자를 더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이진수로 바꾼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이진 가산을 설명한다. 비디오 3.2를 이용해 덧셈을 하나 더 해 본다. 그다음 학생들이 3.2.1 IT-생각하기
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3.2A도 함께 보면 좋다. 먼저 끝마친 학생들은 인터랙티브 3.2A를 해 봐도 좋다.

주요 활동 2: 고정 길이 비트열과 이진수 오버플로, 인터랙티브 3.2B 혹은 3.2C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고정 길이 비트열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3.2.2 IT-생각하기를 풀어보게 한다.
이진수 오버플로를 이 시점에서 소개해도 좋지만, 학생들이 잘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건너뛰어도 좋다. 3.2.3 IT-생각하기
및 3.2.4 IT-생각하기가 이진수 오버플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큰 이진수나 8비트 이진수를 더하는 연습도 될 것이다.
인터랙티브 3.2B나 인터랙티브 3.2C를 이용해 학생들이 ‘이진수 우주 경쟁’을 하게 한다. 이 둘은 같은 게임의 서로 다른 버전

인데, 학생들은 게임을 하며 지난 두 차시 동안 배운 내용(십진수→이진수 변환, 이진수→십진수 변환, 이진 가산)을 전반적으
로 복습해 볼 수 있다. 인터랙티브 3.2B에는 비교적 작은 이진수가 사용되고, 인터랙티브 3.2C에는 더 큰 이진수가 사용되며 오
버플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총정리: 튜토리얼 영상 기획하기, 연습 문제 3.2B, 3.2C, 3.2D
이 단원의 도전 과제(또래 학생들이 이진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 영상 만들기)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다음 차시에서
는 영상 제작을 하게 되므로 이제 학생들이 제작 기획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짜고, 숙제에 도움
이 될 자료를 모아야 할 때다.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고 각 조마다 튜토리얼 영상 주제를 지정해 준다.
이진수→십진수 변환: 연습 문제 3.2B와 연관되어 있다. 비교적 뒤처진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십진수→이진수 변환: 연습 문제 3.2C와 연관되어 있다.
이진 가산: 연습 문제 3.2D와 연관되어 있다. 진도를 잘 따라오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학생들이 소화 가능한 경우 이진수
오버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물어봐도 좋다.
위의 내용은 3.3.1 IT-생각하기와 3.3.2 IT-계획하기에 요약되어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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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3.2.1 IT-생각하기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은 인터랙티브 3.2A로 넘어갈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인터랙티브 3.2B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이 인터랙티브 3.2C도 시도해 볼 것이

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3.2.1 IT-생각하기/연습 문제 3.2A
a) 1001

d) 101101

b) 11000

e) 1010111

c) 11000

f) 11000110

3.2.2 IT-생각하기
64KB이다.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은 기억 장치가 8비트 이진수 수열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8×8=64이고, 64KB는 곧
64000바이트 또는 512,000비트이다.

3.2.3 IT-생각하기
a) 11100111

d) 01011011

b) 11100001

e) 11111111

c) 100011010

3.2.4 IT-생각하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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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3.2.1 IT-생각하기

4비트 이진수 두 개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

4비트 이진수 두 개를 더할

해답: 46쪽

를 더할 수 있다.

통해 이진수와 십진수를 서로 변환하

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

수 있어야 한다.

연습 문제 3.2A

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
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
다는 것을 인식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
내기 위하여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
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
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
수와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
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
터를 질의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3.2.1 IT-생각하기

8비트 이진수 두 개

(위 참조)

(위 참조)

8비트 이진수 두 개를 더할

해답: 34쪽

를 더할 수 있다.

수 있다.

연습 문제: 3.2A
인터랙티브 3.2A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3.2.2 IT-생각하기

컴퓨터에서 이진수가

(위 참조)

(위 참조)

컴퓨터에서 이진수가 8비

해답: 34쪽

8비트짜리 고정 길이

트짜리 고정 길이 비트열에

비트열에 들어 있다

들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는 점을 인지한다.

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3.2.2 IT-생각하기

이진수를 8비트 고정

(위 참조)

(위 참조)

이진수를 8비트 고정 길이

해답: 34쪽

길이 비트열로 변환

비트열로 변환할 수 있어야

인터랙티브 3.2B

할 수 있다.

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3.2.2 IT-생각하기

8비트 고정 길이 비

(위 참조)

(위 참조)

8비트 고정 길이 비트열 두

해답: 34쪽

트열 두 개를 더할 때

개를 더할 때 나타나는 이

나타나는 이진수 오

진수 오버플로가 무엇인지

버플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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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는 윈도의
마이크로소프트 무비메이커(Microsoft MovieMaker) 또는 맥 OS의 아이무비(iMovie) 등이 있는데, 이번 차시에서는 윈도
7의 무비메이커 2012에 기반을 둔 튜토리얼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애니모토(Animoto) (www.animoto.com)가 있으므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무료 계정을 신청해도 좋다. 애니모토는 사용하기 쉽고 빠르며,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이 파우툰(Powtoon) (www.powtoon.com)을 이용해도 간결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학교 수업용으로 무료 체험판이 제공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이진수의 산술 측면에 대한 튜토리얼을 만든다.
가이드에 기반을 두어 다른 학생의 작업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권장 목표
이진수 계산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 튜토리얼 영상을 만든다.
다른 학생의 작업에 깊이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성취 가능 목표
이진 가산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한다.
오버플로가 무엇이며 언제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한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작업을 수정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수와 십진수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방문자들에게 맞게 디지털 자료를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을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35쪽

3단원 무비메이커 튜토리얼

연습 문제 3.3 동료 평가

3단원 무비메이커 튜토리얼(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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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없음

강의 노트
시작하기 :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3단원 무비메이커 튜토리얼, 3단원 무비메이커 튜토리얼(해설)
학생들이 앞으로 사용할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3단원 무비메이커 튜토리얼 및 3단원 무비메이커 튜토리얼(해설)
을 함께 사용해도 좋다.

주요 활동1: 튜토리얼 만들기
학생들이 3.3.3 IT-컴퓨팅하기를 하게 한다.

주요 활동2: 동료 평가, 연습 문제 3.3
연습문제 3.3을 나누어 주고 작업을 개선하는 데 서로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각자 파트너의 컴퓨터

를 보면서 연습 문제 3.3을 사용해 서로의 작업을 평가하게 한다.
일찍 끝낸 학생들은 자기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검토하며 피드백을 기반으로 튜토리얼 영상을 개
선해 볼 수 있다.

총정리
학생들이 각자 튜토리얼 최종 버전을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제출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이진수 전환 튜토리얼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이 튜토리얼을 구조적이고 효

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진 가산을 잘 설명하고 오버플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작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고, 일부는 상당히 괜찮은 피드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각자 선호하는 대로 튜토리얼 영상을 수
정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은 받은 피드백에 기반을 두어 영상을 수정할 것이다. 일부는 각자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을 잘 조율해 영상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 및 확장
필요한 경우, 받은 피드백에 기반해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는 숙제를 내줄 수 있다.

다음 권장 진도
4단원 1차시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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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3.3.1 IT-생각하기

이진수 계산의 특정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

이진수 계산의 특정 측면에

3.3.2 IT-계획하기

측면에 초점을 맞춘

통해 이진수와 십진수를 서로 변환하

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

초점을 맞춘 튜토리얼을 만

3.3.3 IT-컴퓨팅하기

튜토리얼을 만든다.

고, 간단한 이진 가산을 수행한다.

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

들어야 한다

연습 문제 3.3

가이드에 기반을 두

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KS3, 글머리 기호 9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

방문자들에게 맞게 디지털 자료를

다는 것을 인식한다.

생성, 재사용, 수정 및 목적 변경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 디자인
및 유용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
내기 위하여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
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
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수
와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
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
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반
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
를 질의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
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
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
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
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 기술

필수 목표

(위 참조)

가이드에 기반을 두어 다른

어 다른 학생의 작업

학생의 작업을 평가하고 피드

을 평가하고 피드백

백을 제공해야 한다.

을 제공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3.3.1 IT-생각하기

이진수 계산의 특정

(위 참조)

(위 참조)

이진수 계산의 특정 측면에

3.3.2 IT-계획하기

측면에 초점을 맞춘

초점을 맞춘 튜토리얼 영상을

3.3.3 IT-컴퓨팅하기

튜토리얼 영상을 만

KS3, 글머리 기호 9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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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를 권장한다.

든다.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다른 학생의 작업에 깊이 있

깊이 있는 피드백을

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제공한다.

연습 문제 3.3

다른 학생의 작업에

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3.3.1 IT-생각하기

이진 가산에 대한 튜

(위 참조)

(위 참조)

이진 가산에 대한 튜토리얼

3.3.2 IT-계획하기

토리얼 영상을 제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3.3.3 IT-컴퓨팅하기

한다.

KS3, 글머리 기호 9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3.3.1 IT-생각하기

오버플로가 무엇이며

(위 참조)

(위 참조)

오버플로가 무엇이며 언제

3.3.2 IT-계획하기

언제 일어나는지 설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튜토

3.3.3 IT-컴퓨팅하기

명하는 튜토리얼 영

KS3, 글머리 기호 9

리얼 영상을 제작할 수 있

(위 참조)

다.

상을 제작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연습 문제 3.3

받은 피드백을 토대

(위 참조)

(위 참조)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작업

3.3.3 IT-컴퓨팅하기

로 작업을 수정한다.

을 수정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9

정보 기술

(위 참조)

(위 참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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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집합
설계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
을 이해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신중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
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래밍 및 개발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
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에 따라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1차시

알아두기
이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주어진 명령어 목록의 명령어 시퀀스를 기록할 수 있다.
목적지로 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파악하고, 명령어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경로가 무엇인지 찾아낸다.

권장 목표
적은 수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로와 적은 종류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로 간 균형점이 어디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입력값을 수집하는 데 센서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명령어가 많이 사용될수록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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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가능 목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선의 경로를 찾는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
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언어: 명령어 집합 작성하기
과학: 센서, 로봇 공학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36~43쪽

Instruction (명령어)

파워포인트 4.1 명령 내리기

Efficiency (효율성)

연습 문제 4.1A 화성 탐사 로봇

Encoding (인코딩)

연습 문제 4.1B 로봇 탐사: 행성

Instruction set (명령어 집합)

연습 문제 4.1C 로봇 탐사: 계수기
연습 문제 4.1D 로봇 탐사: 기록지 1
연습 문제 4.1E 로봇 탐사: 기록지 2
연습 문제 4.1F 로봇 탐사: 장애물 카드
연습 문제 4.1G 어느 알고리즘이 제일 좋을까?
연습 문제 4.1H 로봇 알고리즘

강의 노트
시작하기: 로봇과 주위 환경, 파워포인트 4.1, 연습 문제 4.1A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 4.1의 첫 슬라이드를 보여 주고, 교실 밖 복도에서 매점까지 가는 방법을 짝꿍에게 설명하게 한다.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의 복잡성과 정확도가 다르다는 점을 학생들과 이야기해 본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4.1의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 준다. 그다음 학생들이 만약 가는 길을 로봇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면 설명

방법이 달라질 것인지 짝꿍과 함께 이야기해 보게 한다. 로봇이 매점까지 성공적으로 가려면 지시 사항과 지형 정보가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다같이 이야기해 본다. 우리 인간은 인지 능력을 사용해 문제와 장애물이 일어날 경우 대응할 수
있지만, 로봇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물이 있을지에 대해 미리 자세한 설명을 제공받아야 한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명령어와 여러분 주위의 환경’, ‘경로 개발하기’ 및 ‘로봇 프로그래밍하기’를 같이 읽어 보고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www.bbc.co.uk/programmes/p011mwzh에서 메가비츠(Megabits) 비디오를 보여 주고, 학생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4.1.1
IT-생각하기를 해 보게 한다. 연습 문제 4.1A로 보충할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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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1: 효율적인 명령어, 연습 문제 4.1B, 연습 문제 4.1C, 연습 문제 4.1D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효율적인 명령어라는 개념과 효율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두 명씩 짝을 지어 4.1.2 IT-계획하기를 해 보게 하고, 그다음 두 명 중 한 명은 연습 문제 4.1B를, 나머지 한 명은 연습 문제
4.1C를 갖게 한다. 그다음 4.1.3 IT-계획하기를 하게 한다. 연습 문제 4.1D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학생들이 4.1.4 IT-생각하기를 작성하게 한다. 연습 문제 4.1D도 관련되어 있다.

주요 활동2: 명령어가 많을수록 비트도 더 많이 필요하다, 연습 문제 4.1E, 연습 문제 4.1F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명령어는 숫자처럼 각각 다른 이진수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비트에는 4가지 조합이 가능하므
로 인코딩된 2비트 로봇은 네 종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기계 하나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의 범위에 관
해 설명하기 위해 명령어 집합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4.1.5 IT-생각하기, 4.1.6 IT-계획하기 및 4.1.7 IT-생각하기에서는 주요
활동 1을 토대로 명령어가 많을수록 비트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4.1.6 IT-계획하기 및 4.1.7 IT-생각하기를
연습 문제 4.1E로 보충해도 좋다. 과제 수행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명령어 집합에 추가할 알맞은 명령어를 고르는 문제인
연습 문제 4.1F를 풀게 할 수도 있다.

로봇이 출발점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명령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 장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발문한
다. 명령어를 적게 쓰는 로봇이 기억 장치(메모리)를 더 적게 사용하므로 프로그래밍하기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해야 한다. 반면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는 로봇은 명령어 집합이 더 다양해지므로 기능이 더 다양하
고, 다양한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총정리: 순위 매기기, 연습 문제 4.1G
학생들이 4.1.8 IT-생각하기를 하게 한다.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연습 문제 4.1G를 해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알아낸
것을 함께 정리하고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효율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속도를, 어떤 상황에서는 간편성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간편성이란 것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명령어의 종류가 적은 것이 간편한 것일 수 있지만(로봇에 메모리가
덜 필요하다), 다른 상황에서는 총 명령어의 개수가 적은 것이 간편한 것이다(알고리즘이 더 짧아진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로봇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명령어 시퀀스를 기록할 수 있을 것

이다. 학생들은 두 가지 경로를 사용해 로봇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고, 그중 한 가지 경로에서 다른 경로에서보다 명령어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사용된 명령어의 종류와 명령어의 총 개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
고 적당한 경로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장애물 사이에서 조율 과정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명령어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더 짧은 경로를 찾기 위해 로봇 명령어 집합에 추가된 새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고 어떤 명령어 집합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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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학생들이 연습 문제 4.1H를 해 오게 한다. 남성용 로봇과 여성용 로봇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맵 중앙까지 갈 수 있다. 다양
한 명령어가 가능하며, 두 로봇은 최소한의 명령어와 비트를 사용하여 중앙에서 만나야 한다.

다음 권장 진도
4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4.1.1 IT-생각하기/연습 문제 4.1A
a) 화성 탐사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장애물을 감지한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b) 바위, 골짜기, 절벽이나 경사 때문에 지대 탐사가 어려워진다.
c) 탐사 로봇에는 근접도, 빛, 복사량, 레이저 거리, 온도와 경사도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가 있다. 컨트롤러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카메라도 위험 감지 시스템의 일부이다.
d) 센서는 이동 중의 물체를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경사도 센서는 경사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레이저 거리
센서는 구멍, 크레이터, 골짜기, 절벽 등을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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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4.1.3 IT-생각하기

주어진 명령어 목록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

주어진 명령어 목록의 명령

연습 문제 4.1D

의 명령어 시퀀스를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어 시퀀스를 기록할 수 있

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

어야 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해결한다.

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신중함과

기록할 수 있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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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4.1.2 IT 생각하기

목적지로 가는 여러

(위 참조)

(위 참조)

목적지로 가는 여러 가지

연습 문제 4.1D

가지 경로를 파악하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알고리즘
(위 참조)

경로를 파악하고, 명령어를

고, 명령어를 가장 적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경로가

게 사용하는 경로가

무엇인지 찾아내어야 한다.

무엇인지 찾아낸다.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4.1.4 IT-생각하기

적은 수의 명령어를

(위 참조)

(위 참조)

적은 수의 명령어를 사용하

연습 문제 4.1D

사용하는 경로와 적

는 경로와 적은 종류의 명

은 종류의 명령어를

KS3, 글머리 기호 1

령어를 사용하는 경로 간

사용하는 경로 간 균

(위 참조)

균형점이 어디인지 이야기

형점이 어디인지 이

할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

알고리즘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4.1.5 IT-생각하기

명령어가 많이 사용

(위 참조)

(위 참조)

명령어가 많이 사용될수록

4.1.6 IT-계획하기

될수록 메모리가 더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점

연습 문제 4.1E

필요하다는 점을 인

을 인지하기를 권장한다.

4.1.7 IT-생각하기

지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알고리즘

연습 문제 4.1E

(위 참조)

연습 문제 4.1H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4.1.6 IT-계획하기

일정 범위의 알고리

(위 참조)

(위 참조)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을 사

연습 문제 4.1E

즘을 사용해 최선의

용해 최선의 경로를 찾을

4.1.7 IT-생각하기

경로를 찾는다.

수 있다.

연습 문제 4.1E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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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4.1.8 IT-생각하기

(위 참조)

연습 문제 4.1G

2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은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때 시퀀스에 호출 가능한 프로시저를 만드는 데 익숙해야 한다.
이 교재에는 스크래치 2.0 버전에 기반을 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BYOB, LEGO, 마인드스톰(Mindstorms),
앨리스(Alice), 앱인벤터(AppInventor) 등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 명령어를 적용해도 좋다. 학생들이 각자 배경을 만들
경우에는 회전을 적게 하는 경로 하나와 더 많이 하는 경로를 포함해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두 가지 이상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템플릿을 학교 컴퓨터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기본적인 스프라이트 동작을 지시하는 알고리즘 세트를 만든다.
2비트 명령어 집합의 명령어를 파악한다.
객체를 세 가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어 집합을 만든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권장 목표
2비트 명령어 집합용 프로시저를 만든다.
조건이 있는 문제 상황에서 맵을 탐사할 방법을 알아본다.
2비트 명령어를 만들고 적절한 시퀀스에 사용한다.

성취 가능 목표
명령어를 이진수로 표현한 것을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
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수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좌표, 알고리즘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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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명령어 집합 작성하기
과학: 센서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44~47쪽

Procedure (프로시저)

연습 문제 4.2A 미리 계획하기: 로봇 기타리스트

Call (호출)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템플릿
연습 문제 4.2B 연결된 블록
연습 문제 4.2C 분리된 블록
스크래치 4.2A 4.2.2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4.2B 4.2.3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연습 문제 4.2D 장애물 극복하기
연습 문제 4.2E 2비트 명령어 집합 사용하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계획의 중요성, 연습 문제 4.2A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스마트폰의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작은
용량을 차지하는 앱이나 자주 사용하는 앱만 선택해서 내려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게 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계획을 짜야 로봇이 필요한 명령어만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4.2.1 IT-생각하기를 해결해 보게 한다. 연습 문제 4.2A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로봇이 기타 연주를 하는 명령어를

추가해야 한다. 그다음 남는 공간에 무대 매너를 보여 주는 동작을 넣을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명령어를
3비트에서 2비트로 줄이면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동작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든다(Right Hand Up)’ 동작은 관객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도 쓸 수 있지만, 기타 연주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명령어 집합 로봇의 시뮬레이션에 스크래치 사용하기,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템플릿, 연습 문제 4.2B, 연습 문제 4.2C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프로시저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들이 4.2.2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및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의 앞부분을 제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프로시저 생성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연습 문제 4.2B(연결된 블록)와 연습 문제 4.2C(분리된 블록)를 참고할 수 있다.
확장 활동으로, 학생용 교재에서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려 로봇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읽게 하고, 4.2.3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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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장애물 극복하기, 연습 문제 4.2D
다같이 4.2.4. IT-생각하기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 연습 문제 4.2D는 이 문제에 대한 보충 활동이다.
이 학습 활동은 3차시의 문제 해결에 미리 도움을 주려는 활동이다. 3차시에서는 로봇이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차별화 및 확장
시작하기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목록에서 명령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섞여 있는 동작과 소리 명령어를 고르고,

각 명령어를 3비트 이진수에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동작과 소리 명령어를 적절하게 결합할 것이다.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맵을 제작하고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예시에 기반을 두고 적당한
프로시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각자의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시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만든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입력을 가능하게 하여
이진수 입력값이 적절한 프로시저를 호출하도록 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연습 문제 4.2E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4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4.2.1 IT-생각하기/연습 문제 4.2A
예시:
명령어

이진수

오른쪽 손을 든다

000

오른쪽 손을 내린다

001

6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010

2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011

3번 줄 위에 손을 얹는다

100

기타를 바닥에 내동댕이친다

101

기타 줄을 튕긴다

110

인사한다

111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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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4.2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4.2.3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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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4.2.1 IT-생각하기

기본적인 스프라이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구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

기본적인 스프라이트 동작

연습 문제 4.2A

트 동작을 지시하는

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을 지시하는 알고리즘 세트

4.2.2 IT-컴퓨팅하기

알고리즘 세트를 만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한

를 만들어야 한다.

해답: 59쪽

든다.

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

연습 문제 4.2B

해하여 해결한다.

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연습 문제 4.2C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알고리즘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
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4.2.1 IT-생각하기

2비트 명령어 집합

(위 참조)

(위 참조)

2비트 명령어 집합을 파악

연습 문제 4.2A

을 파악한다.

해야 한다.

4.2.2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알고리즘

해답:59쪽

(위 참조)

연습 문제 4.2B

프로그래밍 및 개발

연습 문제 4.2C

KS3, 글머리 기호 6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

4.2.3 IT-컴퓨팅하기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해답: 60쪽

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환경(프로

연습 문제 4.2E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래머블 로봇 등)에서 간단한 프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수의

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증명할 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있다. 프로그램이 정밀한 명령어를

인지한다.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4.2.3 IT-컴퓨팅하기

객체를 세 가지 방향

(위 참조)

(위 참조)

객체를 세 가지 방향으로

해답: 60쪽

으로 이동시키는 명

이동시키는 명령어 집합을

연습 문제 4.2E

령어 집합을 만든다.

KS3, 글머리 기호 1

만들어야 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

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프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문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

else)’ 등)을 이용한다.

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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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2.1 IT-생각하기

2비트 명령어 집합용

(위 참조)

(위 참조)

2비트 명령어 집합의 프로

연습 문제 4.2A

프로시저를 만든다.

시저 만들기를 권장한다.

4.2.2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6

해답: 59쪽

(위 참조)

연습 문제 4.2B
연습 문제 4.2C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4.2.3 IT-컴퓨팅하기
해답: 60쪽

프로그래밍 및 개발

연습 문제 4.2E

(위 참조)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2.1 IT-생각하기

2비트 명령어를 만

(위 참조)

(위 참조)

2비트 명령어를 만들고 적

연습 문제 4.2A

들고 적절한 시퀀스

절한 시퀀스에 사용하기를

4.2.2 IT-컴퓨팅하기

에 사용한다.

권장한다.

해답: 59쪽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연습 문제 4.2B
연습 문제 4.2C

KS3, 글머리 기호 1

4.2.3 IT-컴퓨팅하기

(위 참조)

해답: 60쪽
연습 문제 4.2E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2.3 IT-컴퓨팅하기

명령어를 이진수로

(위 참조)

(위 참조)

명령어를 이진수로 표현한

해답: 60쪽

표현한 것을 입력값

것을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연습 문제 4.2E

으로 사용하는 알고

KS3, 글머리 기호 6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

(위 참조)

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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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개발한다.

3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학생들이 로봇의 탐사 경로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어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화성 지대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지만, 지구상이나 다른 가상의 행성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상상해
봄으로써 프로그래밍 활동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확장해 보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단위로 수치화하고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소규모 명령어 집합에 맥락을 부여하고 명령어 집합이 쌓여서 KB(킬로바이트)나 GB
(기가바이트)같은 더 큰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을 시각화하면 학생들이 더 복잡한 코딩 구조를 만들 수 있겠지만, 맵은 추상적이어야 한다. 명령어의 숫자가
늘어나면 로봇의 명령어 집합이 더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각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비트도 늘어나게 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명령어 집합의 명령어에 여러 가지 비트 패턴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로봇의 동작을 조정하여 장애물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든다.

권장 목표
명령어 집합이 확대될 때 각 명령어에 필요한 비트도 늘어난다는 점을 이해한다.
로봇이 탐사 중에 장애물을 피해 다니도록 알고리즘과 프로시저를 만든다.
요즘의 기억 장치와 메모리에 비추어 보며 명령어 집합의 크기를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로봇이 장애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프로시저를 작성한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명령어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규모가 큰 환경으로 확장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
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수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인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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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연계
수학: 각도, 좌표, 알고리즘, 측량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48~49쪽

스크래치 4.3A 4.3.1a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스크래치 4.3B 4.3.2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

연습 문제 4.3A 3비트 명령어 집합을 사용하는 프로그

스크래치 4.2B

램의 크기는?

Zip 파일 4.3 장애물 모음

연습 문제 4.3B 로봇이 목적에 적합한가?

핵심 용어
없음

강의 노트
시작하기: 길 찾기
이번 차시에는 학생들이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 도전 과제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효율적으로 탐험하
고 도중의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3비트 탐사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주의 집중을 위해 다음의 영상을 보여 주어도 좋
다. www.youtube.com/watch?v=FVU6R5s7W3k, mars.jpl.nasa.gov/multimedia/videos/?v=174.

주요 활동 1: 도전 과제 완료하기,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 스크래치 4.2B,
Zip 파일 4.3, 스크래치 4.3B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이 단원의 도전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고, 학생들이 4.3.1 IT-컴퓨팅하기와 4.3.2 IT컴퓨팅하기를 해 보게 한다. 4.3.1a IT-컴퓨팅하기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및 4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해설)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된다.

학생들이 이미 4.2.3 IT-컴퓨팅하기를 마쳤고 학생들이 만든 명령어에 지정된 이진수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명령어 세
가지(앞으로,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에 어떤 이진수가 할당되어도 상관없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학생들이 4.2.3 IT-컴퓨팅하기를 아직 하지 않았을 경우, 스크래치 4.2B를 해 보게 한다.
Zip 파일 4.3에는 장애물 파일이 있다.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4.3.2a IT-컴퓨팅하기를 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스프라이트를

불러올 수 있도록 장애물 모음을 공유 네트워크 등에 업로드해야 한다.
4.3.2d IT-컴퓨팅하기는 확장 활동이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크래치 4.3B를 먼저 제공해도 좋다.

총정리: 3비트 명령어 집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크기는?, 연습 문제 4.3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2비트 및 3비트 명령어 집합의 크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이 4.3.3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계
산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연습 문제 4.3A를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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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프로시저가 호출될 때 바뀌는 비트 계수기 변수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

생은 맵에 추가적인 장애물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분리된 블록을 이용해 비트 계수기를 추가하고 새로운 통
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새로운 프로시저를 추가해 추가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에 맞게 비트 계수기를 리셋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부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비트 계수기를 결합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것이며,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장애물
을 피할 때 스프라이트 크기를 조정하는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연습 문제 4.3B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4.3.1a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4.3A이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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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IT 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4.3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4.3.3 IT-생각하기/연습 문제 4.3A
a) 16,000
b) 8192
c) 4비트 명령어 4천 개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
d) 아니요

연습 문제 4.3B
a) 8
b) 1024
c) 8 ×1,024 = 8,192
d) 256 ×8,192 = 2,097,512
e) 2,097,512 ÷8 = 262,144
f) 모든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의 총개수가 289,000이므로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없다.
g) 289,000 – 262,144 = 26,856이므로, 4번 작업(Task 4)이나 비교적 큰 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또는 2~6번 작업(Task 2~6)을 제외하면 전부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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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명령어 집합의 명령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구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

명령어 집합의 명령어에 여

어에 여러 가지 비트

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단한 선형 알고리즘을 상징적으로

러 가지 비트 패턴이 적용될

패턴이 적용될 수 있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정밀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다는 것을 인지한다.

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

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한다.

해하여 해결한다.

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
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

알고리즘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
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인지한
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
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수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
되는지 인지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4.3.1 IT-컴퓨팅하기

로봇의 동작을 조정

(위 참조)

(위 참조)

로봇의 동작을 조정하여 장

4.3.3 IT-컴퓨팅하기

하여 장애물에 대응

애물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

해답: 66쪽

할 수 있게 만든다.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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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
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
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
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
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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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3.4 IT-생각하기

명령어 집합이 확대

(위 참조)

(위 참조)

명령어 집합이 확대될 때 각

연습 문제 4.3A

될 때 각 명령어에 필

명령어에 필요한 비트도 늘

해답: 65쪽

요한 비트도 늘어난

KS3, 글머리 기호 1

어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위 참조)

이 권장 사항이다.

다는 점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3.1 IT-컴퓨팅하기

로봇이 탐사 중에 피

(위 참조)

(위 참조)

로봇이 탐사 중에 피해 다닐

4.3.2 IT-컴퓨팅하기

해 다니도록 알고리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프로

4.3.3 IT-컴퓨팅하기

즘과 프로시저를 만

시저를 만들기를 권장한다.

해답: 65쪽

든다.

KS3, 글머리 기호 1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4.3.4 IT-생각하기

요즘의 기억 장치와

(위 참조)

(위 참조)

요즘의 기억 장치와 메모리

연습 문제 4.3A

메모리에 비추어 보

에 비추어 보며 명령어 집합

연습 문제 4.3B

며 명령어 집합의 크

KS3, 글머리 기호 1

의 크기를 이해하기를 권장

해답: 65쪽

기를 이해한다.

(위 참조)

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4.3.1 IT-컴퓨팅하기

로봇이 장애물에 효

(위 참조)

(위 참조)

로봇이 장애물에 효율적으

4.3.2 IT-컴퓨팅하기

율적으로 대응할 수

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

4.3.3 IT-컴퓨팅하기

있도록 알고리즘과

KS3, 글머리 기호 1

즘과 프로시저를 개발할 수

해답: 53쪽

프로시저를 개발한

(위 참조)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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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양방향 선택, 즉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

알고리즘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더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
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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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부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풀이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

알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

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의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
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
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
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
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
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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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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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서 학생들은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로봇이 미로와 순환로를 통과하도록 조종하게 된다. 스크래치
2.0을 사용하거나, 대신 로보마인드(RoboMind)를 사용해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어떤 문제를 더 작은 문제 여러 개로 나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문제 해결에서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할 때 선택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선택문 집합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선택 사항과 불 연산자 AND와 OR를 결합할 수 있다.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불 연산자가 포함된 선택문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과 회로 및 프로그래밍에서 불 연산자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진수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불 연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50~55쪽

Selection (선택)

스크래치 5.1A 5.1.4 IT-컴퓨팅하기 부분 완성

Decompose (분해하기)

연습 문제 5.1A 결정을 내리기 위한 프로그래밍 선택

Sensor (센서)

스크래치 5.1B 5.1.6 IT-컴퓨팅하기 부분 완성

Abstraction (추상화)

연습 문제 5.1B 동물 분류

Boolean operators (불 연산자)

스크래치 5.1C 5.1.4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5.1D 5.1.6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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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선택과 분해 복습하기, 센서 설명하기, 도전 과제에 추상화 적용하기
다음의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www.youtube.com/watch?v=_L9rkLAskWU 로봇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마이크로마우스
대회인데, 이 단원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선택하기, ‘만약(if)’ 구문과 문제 분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한다.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이미
모두 배운 적이 있다.
·교재 ①의 4단원에서 선택하기, ‘만약(if)’ 구문에 대해 배웠다. 댄스 동작을 보여 주는 애니메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였다.
·2단원에서 양치질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알고리즘을 만들 때 문제 분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5.1.1 IT-생각하기에 답하면서 복습해 보게 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선택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각과 로봇이 사용하는 센서 사이에 평
행선을 그어 보자. 그다음 학생들이 5.1.2 IT-생각하기 및 5.1.3 IT-생각하기를 하게 한다. 다시 학생용 교재로 돌아가 도전 과
제에 추상화를 적용하면 과제는 관리가 수월하고 도전할 만한 작업이 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학생들이 답을 확인해 보기 전
에, 로봇이 미로 속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행동으로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주요 활동 1: 결정을 내리기 위한 프로그래밍 선택, 스크래치 5.1A, 연습 문제 5.1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만약(if)’ 구문을 사용해 알고리즘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다음 스크래치 5.1A(일부만 완성된
프로그램이다)를 사용해 5.1.4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다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로봇의 동작을 직접 연출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 5.1A를 사용해도 좋다.

주요 활동 2: 불 연산자 AND와 OR를 이용해 코드 개량하기, 스크래치 5.1B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불 연산자 AND와 OR를 이용해 선택문을 개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5.1.5 IT-계획하기와
5.1.6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5.1.6 IT-컴퓨팅하기 해결에 스크래치 5.1B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

생들은 학생용 교재에 있는 스크래치 블록 이미지를 사용해 작업을 해나가도 좋다.

총정리: 프로그램 초기화하기
만약 로봇이 출발점에 정확히 놓여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로봇을 매번 출발점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의 좌표 그리드로 로봇을 출발점에 돌려놓을 수 있을지 이
야기해 본다.

차별화 및 확장
시작하기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매일 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약 …라면’ 결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 인간의 기본 감각과 로봇

센서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약 …라면’ 시퀀스, 인간의 기본 감각과
각 감각에 해당하는 로봇 센서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인간의 감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로봇 센서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로봇을 회전시키는 ‘만약 …라면’ 구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센서에 입력된 정보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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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길 모서리에서 회전하는 ‘만약’ 구문을 여러 개 만들고 로봇이 미로나 순환로 일부를 따라 돌아다니게 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부 학생들은 ‘만약’ 구문을 여러 개 만들어 로봇이 미로나 순환로 전체를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스프라이트가 순환로를 따라 한 번 도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랩 변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OR이나 AND 구문을 추가해 로봇이 순환로를 따라 세 번 돈 다음 멈추게 만
들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연습 문제 5.1B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5.1.2 IT-계획하기
a) 촉각, 후각, 시각, 청각, 미각
b) 시각, 촉각

5.1.3 IT-생각하기
시각: 카메라
청각: 마이크
후각: 냄새 센서
촉각: 근접도 센서
균형 감각: 가속도계

5.1.4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1C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74

Unit 5

5.1.5 IT-계획하기
예를 들면:
a)
분홍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10만큼 움직여라.
파란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여라.
초록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라.
b) 랩 계수기를 0으로 설정한다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에 닿으면 랩 계수기에 1을 추가하여라.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에 닿으면 10만큼 앞으로 움직여라.
분홍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10만큼 움직여라.
파란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여라.
초록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라.
c) 랩 계수기를 0으로 설정한다.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에 닿고 랩 카운터 = 3이면 정지하여라.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에 닿으면 랩 계수기에 1을 추가하여라.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에 닿으면 10만큼 앞으로 움직여라.
분홍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10만큼 움직여라.
파란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여라.
초록색 센서가 흰색에 닿으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라.

5.1.6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1D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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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

어떤 문제를 더 작은 문제 여

문제 여러 개로 나누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을 처리하는 데 더 적합한지 알 수

러 개로 나누어 해결해야 한

어 해결해야 한다는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

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점을 이해한다.

5.1.1 IT-생각하기

어떤 문제를 더 작은

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
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1.4 IT-컴퓨팅하기

문제 해결에서 또 다

(위 참조)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문제 해결에서 또 다른 경로

해답: 72쪽

른 경로를 제공할 때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를 제공할 때 선택문을 사용

선택문을 사용할 수 있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다는 점을 이해한다.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야 한다.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1.4 IT-컴퓨팅하기

선택문 집합을 순서

(위 참조)

(위 참조)

선택문 집합을 순서대로 배

해답: 72쪽

대로 배열할 수 있다.

열할 수 있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1.6 IT-컴퓨팅하기

선택 사항과 불 연산

간단한 불 연산과 회로 및 프로그래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컴퓨터

선택 사항과 불 연산자 AND

해답: 73쪽

자 AND와 OR를 결

밍에서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수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

와 OR를 결합할 수 있다.

연습 문제 5.1B

합할 수 있다.

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

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

하고, 이진수로 간단한 계산을 할

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

수 있다.

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
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1.6 IT-컴퓨팅하기

숫자가 증가하는 것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기록

해답: 73쪽

을 기록하기 위해 변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하기 위해 변수를 사용할 수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

있다.

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
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
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
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5.1.5 IT-계획하기

불 연산자가 포함된

(위 참조)

(위 참조)

불 연산자가 포함된 선택문

해답: 73쪽

선택문을 사용하는

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작
KS3, 글머리 기호 4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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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2차시

알아두기
이 과정은 심화 과정으로 과제 수행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이전의 결과물을 수정하도록 한다. 과제 수행력이 부족한 학생들
은 이전 활동에서 주어진 답안을 제공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입력값 두 개를 확인하기 위해 ‘만약’ 구문을 중첩할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이 시각적으로 중첩된 선택 시퀀스를 보여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NOT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적절한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중첩된 ‘만약’ 구문을 나타낼 수 있다.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선택문과 NOT 포함 불 연산자를 결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과 회로 및 프로그래밍에서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진수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불 연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56~61쪽

스크래치 5.2C 5.2.5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1

연습 문제 5.2 로봇 공학의 법칙: 벤 다이어그램

스크래치 5.2D 5.2.5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2

스크래치 5.2A 로봇 공학의 법칙: ‘만약’ 구문

스크래치 5.2E 5.2.7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5.2B 로봇 공학의 법칙: ‘만약 ⋯라면/아니면(if else)’ 구문

2차시

77

Unit 5. 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핵심 용어
Nesting (중첩)
Venn diagram (벤 다이어그램)
NOT (~가 아닌)

강의 노트
시작하기: 중첩 선택문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중첩과 중첩 선택문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같이 5.2.1. IT-생각하기에 대해 말해 본다.

주요 활동 1: 중첩 선택 사용하기
학생용 교재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예시 상황을 함께 본다. 중첩을 사용하면 로봇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5.2.2 IT-계획하기, 5.2.3 IT-컴퓨팅하기, 5.2.4 IT-생각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학생들이 5.2.5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5.2.5 IT-컴퓨팅하기를 먼저 마친 학생들에게는 ‘만약’ 구문 한 개와 적절한 불 연산자만을 사용해서 미로 탐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주요 활동 2: 로봇 벤 다이어그램, 연습 문제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AND, OR 등의 불 연산자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이 5.2.6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학생들은 3가지 원칙에 따른 가능성 모두를 진리표에 표시하고 적절한 ‘만약’
구문을 사용해 해결 방안을 코딩해야 한다. 연습 문제 5.2는 이에 대한 보충 활동이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건너뛰어도 괜찮다.

주요 활동 3: NOT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불 연산자 NOT에 관해 설명하고, NOT을 사용하면 중첩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코드를 간소화하고 디버깅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배경이 초록색이 아닐 경우 탐사 로봇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발문한다. 학생들은 로봇의 센서가
배경이 초록색인 경우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아마도 연산자 OR를 사용해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색의 종류를 늘리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연산자 NOT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학생들이 5.2.7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총정리: 로봇의 분류, 스크래치 5.2A, 스크래치 5.2B
학생들이 주요 활동 2에서 작성한 로봇 벤 다이어그램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스크래치 5.2A를 사용해 각 경우에
루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 준다. 중첩 ‘만약(if)’ 구문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이 더 짧아지고 모든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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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한다. 스크래치 5.2A에서는 ‘if’ 구문이 사용되지만 스크래치
5.2B에서는 ‘if else’가 사용되어 과정을 한층 더 간소화한다. 여기서 다음 차시에 앞서 ‘if else’ 개념을 예습할 수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중첩 구문 일부에 대해 파악하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명령어를 다른 명령어 안에

중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중첩 루프를 포함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if’ 구문을
적게 쓰는 게 왜 더 좋은 일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진리표 상의 로봇 유형 다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로봇 유형을 올바르게

맞추고 최소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나타내는 의사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로봇 유형을 정의하는
프로그램 또는 작업 중인 적절한 프로그램에 맞게 의사 코드 전체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3에서, 대부분은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하는 데 NOT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변경에 NOT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NOT을 사용해 프로그램에 필요한 ‘if’명령어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3차시

숙제
이번 차시에는 숙제가 없다.

정답 및 풀이
5.2.1 IT 생각하기
<p>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신기하다.</p> 이 본문에 중첩되어 있다.
헤더와 본문 모두 HTML 태그 안에 중첩되어 있다.

5.2.2 IT-계획하기
비가 오는가?

바람이 부는가?

우비를 입어라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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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IT-컴퓨팅하기

5.2.4 IT-생각하기
‘If’ 구문을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로봇이 선택하는 과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봇이 더 신속하게 반응하게 된다.

5.2.5 IT-컴퓨팅하기
학생들이 스크래치 2.0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로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둘 중 어느 쪽도 괜찮다.

스크래치 5.2C와 스크래치 5.2D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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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IT-컴퓨팅하기
a) 학생들이 스크래치 2.0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로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둘 중 어느 쪽도 괜찮다.
첫 번째 원칙에 따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에 따름: 명령에 복

세 번째 원칙에 따름:

종한다.

자해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사이코패스 로봇

거짓

거짓

거짓

반란을 일으킨 로봇

거짓

거짓

참

완벽한 병사

거짓

참

거짓

해를 끼치는 로봇

거짓

참

참

외톨이 로봇

참

거짓

거짓

명령을 따르지 않는 로봇

참

거짓

참

자해 성향 로봇

참

참

거짓

완벽한 로봇

참

참

참

b)
만약 첫 번째 원칙 준수라면
만약 두 번째 원칙 준수라면
만약 세 번째 원칙 준수라면
완벽한 로봇
아니면
자해 성향
아니면
만약 세 번째 준수라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아니면
외톨이 로봇
아니면
만약 두 번째 준수라면
만약 세 번째 준수라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아니면
완벽한 병사
아니면
만약 세 번째 준수라면
반란을 일으킨다
아니면
사이코패스 로봇

아예 가능한 수 8가지를 모두 언급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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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첫 번째 원칙 준수라면
만약 두 번째 준수라면
만약 세 번째 준수라면
완벽한 로봇
만약 첫 번째 준수라면
만약 두 번째 준수라면
만약 세 번째 준수가 아니면
자해 성향
기타 등등

아래의 스크래치 2.0 예시 답안에서는 ‘만약 …라면(if)’ 구문만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라면/아니면(if else)’ 구문이 사용된다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짧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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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5.2A(‘if’ 구문)와 스크래치 5.2D(‘if else’ 구문)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5.2.7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2E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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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2.1 IT-생각하기

입력값 두 개를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입력값 두 개를 확인하기 위

5.2.2 IT-계획하기

확인하기 위해 ‘만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양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해 ‘만약’ 구문을 중첩할 수

5.2.3 IT-컴퓨팅하기

약’ 구문을 중첩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

있어야 한다.

5.2.4 IT-생각하기

수 있다.

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

5.2.5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

해답: 82-83쪽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

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
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

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의

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

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

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발한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
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
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2.6 IT-컴퓨팅하기

벤 다이어그램이

(위 참조)

(위 참조)

벤 다이어그램이 시각적으

해답: 83쪽

시각적으로 중첩

로 중첩된 선택 시퀀스를 보

연습 문제 5.2

된 선택 시퀀스를

여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보여 주는 데 사

점을 인지해야 한다.

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2.7 IT-컴퓨팅하기

NOT 연산자를 사

(위 참조)

(위 참조)

NOT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

해답: 86쪽

용할 수 있다.

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간단한 불 연산과 회로 및 프로그

프로그래밍 및 개발

래밍에서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

다. 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을 이해하고, 이진수로 간단한 계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

산을 할 수 있다.

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
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
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
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2.2 IT-계획하기

적절한 다이어그

(위 참조)

(위 참조)

적절한 다이어그램을 사용

해답: 82쪽

램을 사용하여 중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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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첩된 ‘만약’ 구문을

첩된 ‘만약’ 구문을

나타낼 수 있기를 권장한다.

나타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2.7 IT-컴퓨팅하기

AND, OR, NOT

(위 참조)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AND, OR, NOT 연산자를 사

해답: 86쪽

연산자를 사용할

처리하는 데 더 적합한지 알고 있다.

용할 수 있다.

연습 문제 5.2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

(위 참조)

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
(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

KS3, 글머리 기호 4

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위 참조)

점을 이해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5.2.7 IT-컴퓨팅하기

선택문과 NOT 포

(위 참조)

(위 참조)

선택문과 NOT 포함 불 연산

해답: 86쪽

함 불 연산자를 결

자를 결합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합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4
(위 참조)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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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는 1·2차시에서 배운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번 수업 시작 전에 ‘if’ 구문 중첩과 불 연산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심화 과정이므로, 과제 수행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전의 결과물을 수정하게 한다. 과제 수행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전
활동에서 주어진 답안을 제공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AND가 포함된 ‘if’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불 로직에 불 연산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서로 연결된 불 연산자 여러 개가 포함된 진리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if’ 선택문과 불 연산자를 결합할 수 있다.
‘if else’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if’ 구문이 프로그램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성취 가능 목표
프로그램에서 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느 종류의 ‘if’ 선택문 사용이 가장 좋을지 판단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과 회로 및 프로그래밍에서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진수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불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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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62~65쪽

Boolean logic (불 연산)

연습 문제 5.3A 픽시는 콘서트에 갈까?

if else (만약 ⋯라면/아니면)

연습 문제 5.3B 프로그램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될 때 선택문이 몇 개 사용될까?
스크래치 5.3A 연습 문제 5.3B 보충용
스크래치 5.3B 연습 문제 5.3B 보충용
스크래치 5.3C 연습 문제 5.3B 보충용
스크래치 5.3D 5.3.2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5.3E 5.3.5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5.3F 5.3.6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강의 노트
시작하기: 불 연산, 연습 문제 5.3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불 연산자와 진리표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건이 되는 경우 직접 전선, 전구 및 게이트를 가지고
교재에 있는 회로를 만들어 봐도 좋다. 학생들이 5.3.1 IT-생각하기를 하게 한다. 연습 문제 5.3A는 이에 대한 보충 문제이다.

주요 활동 1: 중첩 선택문 대체하기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중첩된 ‘if’ 선택문 사용보다는 ‘if and’ 선택문 사용이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5.3.2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그다음 중첩 ‘if’문이 처음에는 몇 개 있었는지, 지금은 몇 개 있는지
비교해 보게 하고, 다같이 5.3.3 IT-생각하기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주요 활동 2: ‘if else’선택문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if else’개념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5.3.4 IT-계획하기를 풀게 한다. 그다음 5.3.5 IT-생각하기를
실제로 해 보자. 학생 한 명을 고르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하나 고른 다음 학생에게 맞혀보게 하는
것이다. 학생이 숫자를 말하면 ‘더 크다’, ‘더 작다’ 그리고 ‘정확하다’ 이 세 가지로 응답해서 답을 좁혀나간다. 이런 응답이
숫자 맞히기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이 5.3.5 IT-생각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학생들은 위에서 새로 배운 개념을 활용해 로봇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을까? 5.3.6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하자.

총정리: 프로그램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될 때 선택문이 몇 개 사용될까?, 연습 문제 5.3B, 스크래치
5.3A, 스크래치 5.3B, 스크래치 5.3C
학생들이 스크래치 5.3A, 스크래치 5.3B, 스크래치 5.3C를 사용해 연습 문제 5.3B를 해결하게 한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세 조로 나눈 다음 한 조가 문제 하나씩을 맡아 풀게 한다. 그다음 전체 학생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 구문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에 있어
효율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효율성보다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추후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를 위해)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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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어떤 구문 사용을 더 쉬워하는가? 어떤 구문이 더 깔끔한가? ‘if’ 구문의 어느 한 종류를 다른 종류보다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AND, OR, NOT 사용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 불 연산자를 사용해 ‘if’구문

을 ‘if and’ 구문으로 대체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if and’ 구문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장단점을 생각해 낼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5.3.4 IT-계획하기 과정의 개요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과정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는 순서도를 완성할 것이다. 학생들은 숫자 맞히기 게임에 필요한 과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세한 알고리즘 또는 구문 시퀀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어느 정도 수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왼쪽 회전 ‘if’ 구문과 오른쪽 회전 ‘if’
구문을 ‘if else’ 구문 하나로 결합하는 코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로봇이 앞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원래의 ‘if’ 구문 대신 ‘if else’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if else’ 구문을 두 개 더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숙제
5.3.5 IT-생각하기에 나온 숫자 맞히기 게임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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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5.3.1 IT-생각하기/연습 문제 5.3A
틴 헤드

칩

닷 매트릭스

잉크 젯

틴 헤드 OR 칩

닷 매트릭스
AND 잉크 젯

픽시가
콘서트에 간다?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1

0

1

0

0

1

0

0

1

0

0

0

1

0

1

1

0

0

0

1

1

0

1

0

0

0

1

1

1

1

1

1

1

0

0

0

1

0

0

1

0

0

1

1

0

0

1

0

1

0

1

0

0

1

0

1

1

1

1

1

1

1

0

0

1

0

0

1

1

0

1

1

0

0

1

1

1

0

1

0

0

1

1

1

1

1

1

1

5.3.2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3D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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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IT-생각하기
a) 중첩 ‘if’ 선택문이 있으면 조건 하나에 대응하는 간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조건이 여러 가지 있으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택문을 여러 개 거쳐야 한다.
b)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if and’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구문 한 개로 입력값 여러 개를 하나의 출력값으로 모을 수 있고,
코드의 길이도 줄어든다. 반면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AND의 역할이 없어지고,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게 된다.

5.3.4 IT-생각하기
만약 > ￡100
그러면

아니면

만약 > ￡100

만약 > ￡50
그러면

배송료 2.99파운드

5.3.5 IT-생각하기
답안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추측한 숫자 < 실제 숫자라면 ‘더 크다’ 말하기
아니면, 만약 추측한 숫자 > 실제 숫자라면 ‘더 작다’ 말하기
아니면 ‘정확하다’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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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배송료 2.99파운드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3E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5.3.6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의 예시:

스크래치 5.3F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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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
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3.2 IT-컴퓨팅하기

AND가 포함된 ‘if’ 구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반복을 사용하는 해답(알고리즘)과

AND가 포함된 ‘if’ 구문을

해답: 92쪽

문을 사용할 수 있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쌍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 문제 5.3A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
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

KS3, 글머리 기호 4

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간단한 불 연산과 회로 및 프로그래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으로

밍에서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수

추론한다.

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
하고, 이진수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한다.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3.2 IT-컴퓨팅하기

불 로직에 불 연산자

(위 참조)

(위 참조)

불 로직에 불 연산자가 포

해답: 92쪽

가 포함된다는 것을

함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연습 문제 5.3A

인지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4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3.1 IT-생각하기

서로 연결된 불 연산

(위 참조)

(위 참조)

서로 연결된 불 연산자 여

해답: 92쪽

자 여러 개가 포함된

러 개가 포함된 진리표의

연습 문제 5.3A

진리표의 내용을 파악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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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3.2 IT-컴퓨팅하기

‘if’ 선택문과 불 연

(위 참조)

(위 참조)

‘if’선택문과 불 연산자를 결합

5.3.6 IT-컴퓨팅하기

산자를 결합할 수

할 수 있다.

해답: 92, 94쪽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3.4 IT-계획하기

‘if else’를 사용할

(위 참조)

(위 참조)

‘if else’를 사용할 수 있다.

5.3.5 IT-생각하기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5.3.6 IT-컴퓨팅하기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해답: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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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3.3 IT-생각하기

여러 형태의 ‘if’

(위 참조)

(위 참조)

여러 형태의 ‘if’ 구문이 프로

5.3.6 IT-컴퓨팅하기

구문이 프로그램

그램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해답: 93~94쪽

의 구성에 영향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연습 문제 5.3B

미칠 수 있다는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이 권장 사항이다.

것을 인지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5.3.2 IT-컴퓨팅하기

프로그램에서 선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램에서 선택문과 불

5.3.6 IT-컴퓨팅하기

택문과 불 연산식

연산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해답: 93~94쪽

을 다양하게 사용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위 참조)

수 있다.

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5.3.3 IT-생각하기

어느 종류의 ‘if’선

(위 참조)

(위 참조)

어느 종류의 ‘if’ 선택문 사용

5.3.6 IT-컴퓨팅하기

택문 사용이 가장

이 가장 좋을지 판단할 수 있다.

해답: 93~94쪽

좋을지 판단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연습 문제 5.3B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
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프
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프로시
저가 부분 해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
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
차적 추상화).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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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알아두기
이 과정은 심화 과정으로 과제 수행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이전의 결과물을 수정하도록 한다. 과제 수행력이 부족한 학생들
은 이전 활동에서 주어진 답안을 제공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명령어를 반복하기 위해 어디에 루프를 사용할지 파악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루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권장 목표
루프 세 종류를 사용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상황을 분석해 재사용될 수 있는 반복 구간이 있는지 파악한다.
순서도를 사용해 반복 상황을 모델링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프로그램의 어디에서 루프가 사용될 수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프랙탈,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66~68쪽
연습 문제 5.4A 게을러지기, 반복하기
연습 문제 5.4B 루프에 갇히다
연습 문제 5.4C 코드 읽기
스크래치 5.4A 5.4.1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5.4B 5.4.3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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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Loop (루프)

강의 노트
시작하기: 추상화: 반복되는 구간 찾기, 연습 문제 5.4A
학생들이 연습 문제 5.4A를 해 보게 한다. 좋은 토론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맨 처음의 사각형 여덟 개가 반복되는
패턴 하나라고 보고 색칠해도 되고, 맨 처음 사각형 두 개를 패턴으로 보고 그 패턴이 더 자주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패턴 하나가 길어지도록 색을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패턴이 짧아지도록 색을 적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프로그래밍할 때 긴 패턴이 많이 들어간 코드와 짧은 패턴이 적게 들어간 코드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지 묻는다. 학생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코드를
재사용하면 전반적으로 코드가 덜 필요해지고, 그 결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주요 활동 1: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루프 사용하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3단원에서 배운 도형 그리기 코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고,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루프를
사용하면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5.4.1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주요 활동 2: 루프의 종류 여러 가지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세 가지 종류의 루프에 관해 설명해 준다. 그다음 학생들이 5.4.2 IT-생각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학생들이 5.4.3 IT-컴퓨팅하기를 해 보게 한다. 기존의 코드 주위에 ‘무한 반복하기(forever)’ 또는 ‘…까지 반복하기(repeat
until)’ 구문을 감으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이제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노력이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설정한 속도에 따라 로봇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최적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로봇이 한 번에 네모 한 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닐 경우 여러 동작을 거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속도에 따라 로봇이 특정 시점에서 ‘if’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총정리: 루프에 갇히다, 연습 문제 5.4B
학생들이 5.4.4 IT-생각하기와 5.4.5 IT-생각하기를 해 보게 한다. 연습 문제 5.4B는 이에 대한 보충 활동이다. 프로그래밍할
때, 루프가 명령어 집합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정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코드가 실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루프 구문을 미리 철저하게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반복되는 코드 구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은 반복되는 코드 여러 종류를

찾아내어 루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이 로봇의 움직임을 다시 설계해 반복되는 구간이 더 많게 만들 수도 있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수정해 적절한 루프를 추가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최적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연습 문제 5.4C를 해결해 오게 한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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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5단원 5차시

정답 및 풀이
5.4.1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4A이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5.4.2 IT-생각하기
알고리즘 전체 주위에 ‘…까지 반복하기(repeat until)’구문을 추가한다. 분홍색 센서가 검은색이나 미로 끝 지점에 지정된
색에 닿으면 로봇이 정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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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4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5.4.4 IT-생각하기/연습 문제 5.4B
a) 코드 처음에 X가 1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복 구문이 계속 되풀이되기만 할 것이다. X가 증가하기만 하고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b) X의 값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X는 0이 될 것이고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500이 될 수 없다.
c) X가 매번 반으로 나뉘므로 값이 0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변수가 십진수 숫자를 다루고 또 1 이하일 때 버림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d) X의 값이 매번 3씩 증가하므로 값이 50이 되지 않을 것이다. 5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5.4.5 IT-생각하기/연습 문제 5.4B
루프가 잘 실행되게 하려면 먼저 루프 조건을 확실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연습 문제 5.4C
a)
i = 그림 3
ii = 그림 1
iii = 그림 2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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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4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4.1 IT-컴퓨팅하기

명령어를 반복하기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

명령어를 반복하기 위해 어

해답: 99쪽

위해 어디에 루프를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

디에 루프를 사용할지 파악

연습 문제 5.4A

사용할지 파악한다.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

하여야 한다.

연습 문제 5.4C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if,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해답: 110쪽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5.4.2 IT-생각하기

다양한 상황에서 다

(위 참조)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루

5.4.3 IT-컴퓨팅하기

양한 루프를 사용할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서

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답: 99~100쪽

수 있다는 것을 인지

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

인지하여야 한다.

한다.

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4.2 IT-생각하기

루프 세 종류를 사용

(위 참조)

(위 참조)

루프 세 종류를 사용해 프로

5.4.3 IT-컴퓨팅하기

해 프로그래밍할 수

그래밍할 수 있다.

해답: 99~100쪽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4.2 IT-생각하기

상황을 분석해 재사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

상황을 분석해 재사용될 수

5.4.3 IT-컴퓨팅하기

용될 수 있는 반복 구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

있는 반복 구간이 있는지 파

5.4.4 IT-생각하기

간이 있는지 파악한다.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악하기를 권장한다.

5.4.5 IT-생각하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

해답: 99~100쪽

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연습 문제 5.4A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4.2 IT-생각하기

순서도를 사용해 반

(위 참조)

(위 참조)

순서도를 사용해 반복 상황을

해답: 99쪽

복 상황을 모델링한

모델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다는 것을 이해한다.

것이 권장 사항이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5.4.2 IT-생각하기

프로그램의 어디에서

(위 참조)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

프로그램의 어디에서 루프

5.4.3 IT-컴퓨팅하기

루프가 사용될 수 있

그램의 일부가 되풀이된다는 점을

가 사용될 수 있는지 상세한

해답: 99~100쪽

는지 상세한 분석을

알 수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연습 문제 5.4A

해낼 수 있다.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

연습 문제 5.4B

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

연습 문제 5.4C

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

해답: 99쪽

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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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알아두기
랜덤 마우스(Random Mouse), 플레지(Pledge), 월 팔로워(Wall Follower) 등 자주 쓰이는 미로찾기 알고리즘에 대해 미리
잘 알아 둔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표준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권장 목표
미로 탐험 알고리즘을 두 개 이상 알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한다.
랜덤 마우스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로봇이 미로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월 팔로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성취 가능 목표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알고리즘을 두 가지 이상 고안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69~71쪽

Algorithm (알고리즘)

연습 문제 5.5A 쉐브닝 하우스의 미로

Programming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5.5A 빌딩 블록이 포함된 프로그램(5.5.2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5.5B 5.5.2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5차시

99

Unit 5. 선택문과 불 연산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강의 노트
시작하기: 데이터 정리하기, 연습 문제 5.5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알고리즘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알고리즘이 미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5.5.1
IT-생각하기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5.5A도 같이 보면 좋다.

주요 활동: 미로찾기 로봇 만들기, 스크래치 5.5A
학생들이 5.5.2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스크래치 5.5A를 가지고 수정하게 하자.

총정리
학생들에게 www.youtube.com/watch?v=gu2vX886Oj8의 영상을 보여 주고, 짝을 지어 로봇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식과 영상 속의 로봇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토론하게 한다. 속도나 로봇의 이동 방식에 관해
이야기해 보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미로를 빠져나가는 경로를 찾고 다른 학생들은 또 다른 경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대부분은 월 팔로워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서 미로찾기에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학생은 알고리즘 세 종류에
따라 미로를 빠져나가는 경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미로에 따라 각 알고리즘의 해결 방안이나
성능이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할 것이다.

숙제
다양한 미로찾기 알고리즘을 조사해 오게 한다. 알고리즘 목록을 만들어 와서, 각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차시에
체계화된 언어로 설명해 보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5단원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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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5.5.2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5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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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5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5.1 IT-컴퓨팅하기

많은 사람이 사용하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반복(Iteration)은 루프 등의 과정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연습 문제 5.5

도록 설계된 표준 알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

설계된 표준 알고리즘이

5.5.2 IT-컴퓨팅하기

고리즘이 다양하게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해답: 104쪽

존재한다는 점을 인

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

인지하여야 한다.

5.5.3 IT-컴퓨팅하기

지한다.

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
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5.1 IT-컴퓨팅하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

(위 참조)

(위 참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

연습 문제 5.5

는 알고리즘이라도

리즘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

5.5.4 IT-컴퓨팅하기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답: 104쪽

것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5.1 IT-컴퓨팅하기

미로 탐험 알고리즘

(위 참조)

(위 참조)

미로 탐험 알고리즘을 두 개

연습 문제 5.5

을 두 개 이상 알고,

이상 알고, 서로 어떻게 다른

5.5.2 IT-컴퓨팅하기

서로 어떻게 다른지

지 파악하기를 권장한다.

해답: 104쪽

파악한다.

5.5.3 IT-컴퓨팅하기
5.5.4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랜덤 마우스 알고리즘을

5.5.3 IT-컴퓨팅하기

랜덤 마우스 알고리
즘을 작성한다.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5.5.1 IT-컴퓨팅하기

로봇이 미로에서 빠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로봇이 미로에서 빠져나가

연습 문제 5.5

져나가게 하기 위해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게 하기 위해 월 팔로워 알

5.5.2 IT-컴퓨팅하기

월 팔로워 알고리즘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

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그

해답: 104쪽

을 사용하는 프로그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램을 만들기를 권장한다.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이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램을 만든다.

디버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
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
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
상화).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5.5.2 IT-컴퓨팅하기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위 참조)

(위 참조)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알고

해답: 104쪽

알고리즘을 두 가지

리즘을 두 가지 이상 고안

5.5.3 IT-컴퓨팅하기

이상 고안한다.

할 수 있다.

5.5.4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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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해답: 104쪽

6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예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예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다.
프로시저가 순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각자 만든 알고리즘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와 논리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72~75쪽

Path finding (패스 파인딩)

연습 문제 5.6A 예기치 못한 문제

Procedure (프로시저)

스크래치 5.6A 5.6.6 IT-컴퓨팅하기의 일부분
인터랙티브 5.6 지식 테스트
연습 문제 5.6B 아시모
스크래치 5.6B 5.6.6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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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예기치 못한 문제, 연습 문제 5.6A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학생용 교재를 읽게 하고, 그다음 5.6.1 IT-생각하기, 5.6.2 IT-계획하기 및 5.6.3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연습 문제 5.6A도 같이 보면 좋다.

주요 활동: 도전 과제, 스크래치 5.6A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에서
프로시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개념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이 단원의 도전 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도전 과제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미로를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다. 1차시에서 5차시까지, 지금까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도전 과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전 과제는 5.6.4 IT-컴퓨팅하기 및 5.6.5 IT-컴퓨팅하기에 이어져 있다. 미리 만들어 둔 디자인과 코드 구간을 다시
사용하게 하자. 배경에 신호등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5.4.3 IT-컴퓨팅하기에서 사용한 로봇 스프라이트도 추가할 수 있다.
대신 스크래치 5.6A를 사용해도 된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도해 볼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학생들이 해답을 내놓는 경우에는 각자 해답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총정리: 지식 테스트, 인터랙티브 5.6
학생들에게 인터랙티브 5.6을 해결하게 하자.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신호등과 같은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기본적인 미로를 만들고 미로를 탐험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예외 사항에 효과적이고 자동으로 대응할 적절한 코드를 포함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복잡한 미로를 고안하고 여러 가지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다.

숙제
연습 문제 5.6B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6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5.6.1 IT-생각하기 및 5.6.2 IT-생각하기/연습 문제 5.6A
D역을 재방문하지 않고 한 역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주요 경로로는 아래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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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F (8+8+1+3=20시간)
A-B-E-D-F (8+2+10+3=23시간)
A-E-B-C-D-F (6+2+8+1+3=20시간)
A-E-D-F (6+10+3=19시간)

5.6.3 IT-컴퓨팅하기/연습 문제 5.6A
a) 가장 짧고 이동을 덜 하는 루트는 A-E-D-F이다.
b) 이동을 덜 하고 가장 짧은 루트를 고르는 알고리즘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에서 F까지의 경로를 파악하여라
걸리는 총 시간을 계산하여라
최선의 경로는 이동을 가장 덜 하고 가장 짧은 경로

c) D-E 사이가 침수된 경우 남은 경로가 두 가지 있다. A-B-C-D-F (20시간) 그리고 A-E-B-C-D-F (20시간)이다. 이
경우 A-B-C-D-F가 이동을 덜 하는 최선의 경로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한다.
A에서 F까지의 경로를 파악하여라
작동하지 않는 역을 포함한 경로는 제외하여라
걸리는 총시간을 계산하여라
최선의 경로는 이동을 가장 덜 하고 가장 짧은 경로

5.6.5 IT-컴퓨팅하기
예를 들면:
시작
잠자기

신호등이
빨간 불

예

잠자기

앞으로

1초 잠자기

아니요

신호등이
초록 불인가?
미로의 끝에
왔는가?

예

정지

아니요

파란색 센서가
초록색에
닿았는가?

예

오른쪽으로 회전
예

아니요

분홍색 센서가
초록색에
닿았는가?

아니요

가시오

예

앞으로

아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회전
회전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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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5.6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연습 문제 5.6B
예시:
선택: 충돌 피하기, 목소리 인식하기, 쟁반 놓기
중첩 선택: 장애물을 피하는 모든 행동, 쟁반 잡기
반복하기: 인사하기, 걷기 등의 행동
…까지 반복하기: 쟁반 잡기, 쟁반 놓기, 탁자에 쟁반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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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6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
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5.6.1 IT-생각하기

예외 사항에 대처하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

예외 사항에 대처하기 위

연습 문제 5.6A

기 위해 알고리즘을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그램의 일부가 되풀이된다는 점을 알

해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5.6.2 IT-계획하기

조정할 수 있다.

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

야 한다.

연습 문제 5.6A

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

5.6.3 IT-컴퓨팅하기

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

연습 문제 5.6A

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

해답: 107~108쪽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3

알고리즘

권장 목표

5.6.3 IT-컴퓨팅하기

예외 사항에 대처하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위 참조)

예외 사항에 대처하기 위

연습 문제 5.6A

기 위해 프로시저를

해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5.6.4 IT-계획하기

작성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5.6.5 IT-계획하기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5.6.6 IT-컴퓨팅하기

사용하여 재사용성이 보장된 중첩

해답: 108~109쪽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
다. 루프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루프와 ‘For’ 루프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5.6.3 IT-컴퓨팅하기

프로시저가 순서도에

(위 참조)

(위 참조)

프로시저가 순서도에서

연습 문제 5.6A

서 어떻게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

5.6.4 IT-계획하기

지 이해한다.

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다.

5.6.5 IT-계획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5.6.6 IT-컴퓨팅하기
해답: 108~109쪽

KS3, 글머리 기호 3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5.6.3 IT-컴퓨팅하기

각자 만든 알고리즘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

각자 만든 알고리즘의 해

연습 문제 5.6A

의 해결 방안을 검토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5.6.4 IT-계획하기

하고 필요한 경우 수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 경우 수정을 거칠 수

5.6.5 IT-계획하기

정을 거친다.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있다.

5.6.6 IT-컴퓨팅하기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

해답: 108~109쪽

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
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
타낸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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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결하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
할 수 있다. 정보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 VOIP(Video Over Interner Protocol) 기존의 음성 정화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서 실현하는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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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
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는 점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려면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1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인터넷에 연결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인지 및 이해한다.
ISP의 역할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LAN과 WAN의 관계를 이해한다.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에 연결하는 여러 방법의 인기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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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가능 목표
전화선이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
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76~85쪽

LAN

엑셀 6.1 6.1.6 IT-생각하기 보충 자료

WAN
ISP

강의 노트
시작하기: 인터넷 접속하기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물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이 단원이 끝날 때쯤이면 디지털 기기가 어떻게 인터
넷에 연결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두 기기 사이에서 이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주요 활동 1: 인터넷 연결하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디지털 기기가 과거에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이 6.1.1 IT-생각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그다음,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디지털 기기는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은 이어서 6.1.2
IT-생각하기와 6.1.3 IT-생각하기를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앞으로 미래에 디지털 기기가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될지 토론해 본다. 학생들이 6.1.5
IT-생각하기를 시작하게 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확장 활동으로 6.1.4 IT-생각하기를 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다음 토론하게
하는 것인데, 한 팀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논리를 준비하고, 다른 팀에서는 이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주요 활동 2: 네트워크와 인터넷, 엑셀 6.1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LAN과 WAN, NIC의 필요성, 유선·무선 연결이라는 개념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접속을 차단할 때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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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방화벽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6.1.6 IT-생각하기를 수업 시간에 풀어 보고 남은 부분은 집에 가서 숙제로 해
오게 한다. 엑셀 6.1도 함께 보면 좋다.
ISP와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6.1.7 IT-생각하기와 6.1.8 IT-생각하기를 해결해 보게 한다. 6.1.8
IT-생각하기는 남은 부분을 숙제로 해 오게 한다.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P를 하나 선택해서

해당 ISP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오게 한다.

총정리: 핵심 용어 정리 및 복습
www.youtube.com/watch?v=C3sr7_0FyPA 영상을 보여 주고 영상에 나오는 용어 중 인터넷에 관련된 용어를 모두
적게 한다. 그다음 아는 단어에는 체크 표시( )를 하고, 아직 모르는 단어에는 가위표(×)를 하게 한다. 학생들은 아래의 두
단어에만 가위표를 했어야 한다.
DNS 서버
TCP
다른 단어는 모두 이번 차시나 교재 ①권 6단원에서 본 적이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광섬유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고 속도/데이터 전송 계산 일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속도/데이터 전송 계산 대부분을 완료하고 지역 광섬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광섬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피드백을 내놓고, 인터넷 접속을 기본 인권으로
보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데이터 접근 속도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기기 및

상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ISP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ISP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각자의 필요 사항에 들어맞는 특정 ISP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6.1.6 IT-생각하기와 6.1.8 IT-생각하기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6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6.1.1 IT-생각하기
a) 56 * 1,024 = 57,344비트
b) 57,344/8 = 7,16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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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8.8 * 1,024/7,168 = 4.11초
d) 9.6 * 1,024/7,168 = 1.37초
e) 2 * 1,024 * 1,024/7,168 = 292.57초 또는 (약) 4.87분

6.1.2 IT-생각하기
예를 들어 기업, 호스팅 웹 사이트, 비트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 크기가 큰 파일을 보내는 사람들 등

6.1.3 IT-생각하기
a) 8 * 1,024 * 1024 = 8,388,608비트
b) 8,388,608/8 = 1,024KB 또는 1MB
c) 28.8 * 1,024/1,048,576 = (28.8/1,024) = 0.028초
d) 9.6 * 1,024/1,048,576 = (9.6/1,024) = 0.0094초
e) 2 * 8/8 = 2초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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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1.1 IT-생각하기

인터넷에 연결하는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등의 인터

인터넷에 연결하는 보편적

6.1.2 IT-생각하기

보편적인 방법을 인

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넷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

인 방법을 인지 및 이해해

6.1.3 IT-생각하기

지 및 이해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다. VOIP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

야 한다.

해답: 113~114쪽

네트워크가 어떠한 통신 및 공동 작

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

6.1.5 IT-생각하기

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다. 정보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를

6.1.6 IT-생각하기

사용할 때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KS3, 글머리 기호 5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ISP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

6.1.7 IT-생각하기

ISP의 역할을 이해한
다.

어야 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1.6 IT-생각하기

LAN과 WAN의 관계

(위 참조)

(위 참조)

LAN과 WAN의 관계를 이

6.1.7 IT-생각하기

를 이해한다.

해하는 것을 권장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1.6 IT-생각하기

인터넷 사용과 인터

(위 참조)

(위 참조)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에 연

6.1.7 IT-생각하기

넷에 연결하는 여러

결하는 여러 방법의 인기도

6.1.8 IT-생각하기

방법의 인기도에 대

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권

해 조사할 수 있다.

장한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전화선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터를 전송하는 방

전송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법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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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1.5 IT-생각하기

전화선이 디지털 데

2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대형 지하철 노선도가 필요하다. (런던 지하철의) 노선도는 런던 지하철역이나 TFL 웹사이트(www.tfl.gov.
uk/gettingaround/14091.aspx)에서 구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한 데이터 스트림이 패킷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라우터의 역할을 인지 및 이해한다.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을 구별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대부분의 연결에서 패킷을 교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IP 주소의 구성 방식을 기억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의 관계를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
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 연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86~93쪽

Metadata (메타데이터)

연습 문제 6.2 IPv4 IP 주소

Circuit switching (회선 교환)
Packet switching (패킷 교환)
IP address (IP 주소)
Domain Name System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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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런던 지하철
학생들이 6.2.1 IT-컴퓨팅하기를 해 보게 한다.

주요 활동 1: 데이터 패킷
학생용 교재를 통해 데이터 패킷에 대해 이야기하고, 6.2.2 IT-생각하기를 해 보게 한다. 작은 화이트보드나 글씨가 큰 태블릿
기기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큰 종이에 펜으로 그려서 프로토콜을 모델링해도 좋다.
다음으로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패킷 교환과 회선 교환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킨다. www.youtube.com/
watch?v=L8VpthhRaEg 영상을 보여 주자. 12분짜리 영상이지만 보여 줄 만한 가치가 있는데, 데이터 패킷이 송신자에게서
수신자까지 가는 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 주는 영상이기 때문이다.

주요 활동 2: IP 주소, 연습 문제 6.2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IP 주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다같이 6.2.3 IT-생각하기를 해 보게 한다. 십진수 형태의 IP 주
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보통 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에 204.79.197.200을 입력
하면 www.bing.com이 뜰 것이다. 3단원에서 배웠던 이진수→십진수 변환을 다시 언급하고, 학생들이 6.2.4 IT-컴퓨팅하기
를 해결하게 한다. 연습 문제 6.2를 같이 봐도 좋다. whatismyipaddress.com/ip-tools 또는 www.hcidata.info/host2ip.
cgi 등에서 IP 변환기에 적절한 호스트명도 찾아 주어야 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서브넷(부분망)에 대해 설명한다. 그다음 학생들이 다같이 6.2.5 IT-생각하기에 대해 논의해 보게 한
다. 그다음 6.2.6 IT-컴퓨팅하기를 해 보게 한다. 남은 부분은 숙제로 시키면 된다.

총정리: 새로운 내용을 배운 소감은?
모든 컴퓨터를 컴퓨터에서 사용한 IP 주소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 인터넷 사용이 더 안전
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덜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학생들에게 발문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IP 주소에서 패턴
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 6.2.6 IT-컴퓨팅하기를 통해 IP 주소의 첫 부분은 국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시작하기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런던 지하철 시스템상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 반대편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자세한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십진수 IP 주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이진수로 구성된 IP 주소를 십진수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가 메시지가 이동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이진수 IP를 십진수로 변환하고 그
반대의 변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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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학생들이 6.2.6 IT-컴퓨팅하기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6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6.2.1 IT-컴퓨팅하기
d) 정보 일부를 가지고 있는 요원 한 명이 저지당하더라도 메시지 전체가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 경로를 사용함으로
써 메시지 전체가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6.2.2 IT-생각하기
프로토콜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수신자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송신자가 알 수 있도록 이름 부르고 확인 메시지 받기.
‘라우터(Router)’에 여러 사람을 거치는 경로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라우터에서 옆 사람과 이 경로 목록을 공유한다.
메시지가 온전히 수신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기. 예를 들면 수신자가 메시지 내용을 다시 읽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도중에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수 있다.

6.2.3 IT-생각하기
00000000부터 11111111까지(십진수으로는 0에서 255까지) 256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6.2.4 IT-컴퓨팅하기/연습 문제 6.2
a)
이진 IPv4 IP 주소

십진 IPv4 IP 주소

웹 사이트

1

11011110.00111010.11110110.01011110

212.58.246.94

www.bbc.co.uk

2

10111100.01011100.10001101.00011100

188.92.141.28

www.dfe.gov.uk

3

01001010.01111101.11101111.10011000

74.125.239.152

www.google.co.uk

b)
웹 사이트

십진 IPv4 IP 주소

이진 IPv4 IP 주소

www.hp.com

15.192.40.24

00001111.11000000.00101000.00011000

www.microsoft.com

64.4.11.42

01000000.00000100.00001011.00101010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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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IT-생각하기
10.216.180.6
10.194.119.132
80.76.192.114

6.2.6 IT-컴퓨팅하기
b) 예시:
tracerout to hp.com (15.240.60.238), 64 hops max, 52 byte packtets
1 10. 66. 196.1(10.66.196.1) 7.876 ms 6.957 ms 5.984 ms
2 perr-core-2b-ae7-708.network.virginmedia.net (80.1.61.242) 7.392 ms 7.403 ms
8.283 ms (London)
3 brhm-bb-1c-ae14-0.network.virginmedia.net (62.255.149.69) 7.944 ms 96.572 ms 23.424 ms
(London)
4 0.ae1.mpr1.1hr1.uk.above.net (213.161.65.149) 62.488 ms 15.535 ms 11.459 ms (London)
5 xe-3-2-0.mpr2.1hr3.uk.above.net (64.125.27.174) 12.405 ms 13.214 ms 36.309 ms (New York)
6 xe-0-1-1.mpr3.1hr3.uk.above.net (64.125.21.21) 12.419 ms 11.447 ms 12.343 ms (New York)
7 ae3.cr1.1ga5.us.above.net (64.125.21.205) 79.096 ms 79.712 ms 80.072 ms
8 xe-1-0-1.er1.1ga5.us.above.net (64.125.26.162) 79.692 ms 125.985 ms 92.269 ms (New York)
9 0.xe-8-2-0.br2.nyc4.alter.net (204.255.168.25) 77.849 ms
204.148.1.149 (204.148.1.149) 86.537 ms (Wichita. Kansas)
0.xe-8-2-0.br2.nyc4.alter.net (204.255.168.25) 78.644
10 0.xe-2-1-2.x13.nyc1.alter.net (152.63.1.86) 121.678 ms
0.so-7-0-0.xt1.hou7.alter.net (152.63.5.206) 118.071 ms
11 0.xe-3-1-1.xt2.hout.alter.net (152.63.5.206) 122.548 ms
tengige0-7-0-0.gw9.hou7.alter.net (152.63.101.74) 119.849 ms 121.583 ms (Wichita, Kansas)
12 tengige0-7-0.gw9.hou7.alter.net (152.63.101.74) 119.849 ms 121.449 ms
tengige6-1-0-0.gw9.hou7.alter.net (152.63.101.74) 119.915 ms
13 * hp-gw.customer.alter.net (157.130.146.150) 122.720 ms * (Wichita, Kansas)
14 hewlett-pac.car2.atlantal.leve13.net (4.71.22.210) 112.533 ms 112.551 ms 116.522 ms
15 16.96.48.42 (16.96.48.42) 113.214 ,s 110.460 ms 110.096 ms (San Jose,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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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2.1 IT-컴퓨팅하기

컴퓨터의 응용 프로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이

해답: 118쪽

그램이 생성한 데이

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복수의

를 알고 있으며, 네트워킹 컴퓨터 시

생성한 데이터 스트림이 패

6.2.1 IT-컴퓨팅하기

터 스트림이 패킷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킷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이

해답: 118쪽

로 쪼개진다는 것을

네트워크가 어떠한 통신 및 공동 작

iMAP, POP, FTP, TCP/IP)을 알고 있

해하여야 한다.

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

이해한다.

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KS3, 글머리 기호 5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
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있
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
용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
리 및 저장한다는 점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려면 온
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
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2.5 IT-생각하기

라우터의 역할을 인

(위 참조)

(위 참조)

라우터의 역할을 인지 및

6.2.6 IT-컴퓨팅하기

지 및 이해한다.

이해하여야 한다.

해답: 119쪽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2.1 IT-컴퓨팅하기

회선 교환과 패킷 교

(위 참조)

(위 참조)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을

해답: 118쪽

환을 구별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2.1 IT-컴퓨팅하기

대부분의 연결에서

(위 참조)

(위 참조)

대부분의 연결에서 패킷을

해답: 118쪽

패킷을 교환하면 어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교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떤 장점이 있는지 이

지 이해할 수 있다.

해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2.3 IT-생각하기

IP 주소의 구성 방식

(위 참조)

(위 참조)

IP 주소의 구성 방식을 기억

6.2.4 IT-컴퓨팅하기

을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다.

해답: 118쪽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6.2.4 IT-컴퓨팅하기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위 참조)

(위 참조)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의

6.2.5 IT-생각하기

의 관계를 이해한다.

관계를 이해한다.

6.2.6 IT-컴퓨팅하기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해답:118~119쪽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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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는 인터넷이 구성된 데이터 계층(data layer)에 초점을 맞춘다. 비교적 간단한 TCP/IP 모델 네 종류를 사용하여 데
이터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은 더 복잡한 OSI 7계층 모델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유의할 것
은, 각 모델에 겹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이 같다고 완전히 서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TCP/IP 4계층에 대해 안다.
TCP/IP 4계층은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권장 목표
TCP/IP 4계층의 핵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패리티 비트를 계산한다.

성취 가능 목표
데이터 패킷의 메타데이터 계층화에 대해 설명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
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이진 연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94~97쪽

핵심 용어
없음

강의 노트
시작하기: TCP/IP 개관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 주자. 이번 차시에 다룰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학생들이 몰라도 괜찮은 세부 사항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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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학습하기 적절하므로, 학생들에게 세부 사항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라고 한
다. 패킷의 레이블링, 경로 파악을 위한 프로토콜 사용, 데이터 반환, 손상된 데이터, 패킷 데이터 점검, 목적지에 ‘홉(hop)’하
기, 네트워크 맵 사용 등의 개념을 주목해서 살펴보게 한다.

주요 활동 1: TCP/IP 계층과 데이터 손상
학생들에게 이번 차시와 지난 차시에 본 데이터 패킷 관련 영상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다음으로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TCP/
IP 계층과 데이터 손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6.3.1 IT-컴퓨팅하기와 6.3.2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데이터 충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지만,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학생은 패
리티 비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 학생들은 모든 패리티 비트를 계산하고 이진수로 바로 손상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GS Unplugged 오류 탐지 및 수정 활동을 완성하여 오류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학생들이 도전 과제를 다루기 전에, 조를 나누고 데이터 패킷을 사용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보게
한다. 다음의 지시 사항을 단계별로 따라야 한다.
학생들 중 한 명은 이동 경로의 시작점을, 다른 한 명은 도착점을 나타낸다.
그림을 여섯 조각으로 자른다. 각 조각을 서로 다른 봉투에 넣고 목적지까지 가서 재조립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봉투를 학생들에게 넘기고 도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돌리게 한다. 도착점에서 그림이 재조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각 패킷을 어드레스 지정하고 번호를 붙이는 방법, 패킷 수신 응답 방법, 메시지 일부를 재전송하는 요청을 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적절한 경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학생들이 6.3.3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일부 학생들은 오류 검사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만약 메시지 오류
검사의 적절한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학생들에게 시켜봐도 좋다.

총정리: 도전 과제 복습하기
6.3.3 IT-컴퓨팅하기에서 학생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학생들이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

을 차용했는가?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데이터 충돌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학생이 패리티

비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모든 패리티 비트를 계산하고 이진수로 바로 손상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TCP/IP 스택(stack) 4계층과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프로토콜의 기

본 요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진수 데이터를 사용해 오류 검사가 가능한 복잡한 프로토콜을 설계할 것이다.

숙제
이번 차시에는 숙제가 없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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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7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6.3.1 IT-컴퓨팅하기
a) 1001000 [0]
b) 1101101 [1]
c) 1010111 [1]
d) 1100110 [0]

6.3.2 IT-컴퓨팅하기
a) 정상
b) 손상됨
c) 손상됨
d) 정상

6.3.3 IT-컴퓨팅하기
학생들은 어드레스 지정 방법, 패킷 식별, 수신 응답, 데이터 일부 재전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적절한 경로를 기억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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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3.3 IT-컴퓨팅하기

TCP/IP 4계층에 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를

TCP/IP 4계층에 대해 알아

해답: 124쪽

해 안다.

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

알 수 있으며,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야 한다.

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

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iMAP,

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인지한다.

POP, FTP, TCP/IP)을 알 수 있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하며, 부적절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하
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
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있다. 동
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용 스크립
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
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
다는 점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
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
적으로 게시하려면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3.3 IT-컴퓨팅하기

TCP/IP 4계층은 서

(위 참조)

(위 참조)

TCP/IP 4계층은 서로에 대

해답: 124쪽

로에 대해 독립적이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해 독립적이라는 점을 인지

라는 점을 인지한다.

하여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6.3.1 IT-컴퓨팅하기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는

6.3.2 IT-컴퓨팅하기

다는 점을 인지한다.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6.3.3 IT-컴퓨팅하기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해답: 124쪽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3.3 IT-컴퓨팅하기

TCP/IP 4계층의 핵

(위 참조)

(위 참조)

TCP/IP 4계층의 핵심 특성

해답: 124쪽

심 특성을 파악할 수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권

있다.

장 사항이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6.3.1 IT-컴퓨팅하기

패리티 비트를 계산

(위 참조)

(위 참조)

패리티 비트를 계산하는 것

6.3.2 IT-컴퓨팅하기

한다.

을 권장한다.

해답: 124쪽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6.3.3 IT-컴퓨팅하기

데이터 패킷의 메타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 패킷의 메타데이터

해답: 124쪽

데이터 계층화에 대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위 참조)

계층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

해 설명한다.

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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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
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
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
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풀이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문

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

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

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할 수 있다(패턴 인식).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패턴을 적용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
를 발견 및 수정한다.

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
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
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제 패턴
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
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1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에서는 정렬에 대해 배운다. 학생들은 컴퓨터가 언제 정렬에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고 여러 데이터 집합에 정렬을
실행해 보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리스트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교재에서는 스크래치 2.0에
기반을 둔 자료를 활용했지만, BYOB 등의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나 파이썬 등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에 따라 알고리즘을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가 비교 작업을 하기 얼마나 ‘쉬운지’도 선택을 하는 데 결정 요소가
된다. 인간이 비교 작업을 할 때 쉬운지도 이와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작은 숫자와 큰 숫자 모두를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숫자에 비해 단어나 문자열은 컴퓨터가
비교 작업을 하는 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린다. 사람 두 명의 키를 비교할 때는 컴퓨터보다 사람이 더 쉽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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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필수 목표
정렬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스크래치 또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의 리스트/배열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삽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알고리즘의 데이터 정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등 주어진 정렬 알고리즘을 수정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98~101쪽

Ascending order (오름차순)

연습 문제 7.1A 정렬의 예시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

연습 문제 7.1B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7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7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
텍스트 파일 7.1 이번 단원용
연습 문제 7.1C 알고리즘 비교하기
스크래치 7.1 보고정렬

강의 노트
시작하기: 컴퓨터 데이터 정렬의 예시, 연습 문제 7.1A
컴퓨터가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예시를 학생들이 찾아오게 하고, 개인 PC 외의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
다. 학생용 교재에 실린 예시를 보게 하고, 연습 문제 7.1A를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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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1: 오름차순 및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연습 문제 7.1B
반 전체가 함께 IT-생각하기 7.1.1을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에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용어에 대해 설명한다. 그다음
연습 문제 7.1A의 해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데이터가 각 경우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될지 내림차순으로 정렬될지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면 열차 출발 시각 리스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고 점수 득점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될
가능성이 높다.
정렬과 오름차순/내림차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 7.1.2 IT-생각하기와 7.1.3 IT-생각하기
를 풀게 한다. 연습 문제 7.1B는 이에 대한 보충이다. 7.1.2 IT-생각하기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7.1.3 IT생각하기로 빨리 넘어가면 좋다. 학생들은 미리 공부한 적이 있는 경우 영문 대소문자 구별의 영향을 연결해 생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데이터 리스트를 어떻게 정렬할지 생각해 보게 한다.

주요 활동 2: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스트 만들기, 7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7단원 스크래치 튜토리
얼 (해설), 텍스트 파일 7.1
학생들이 7.1.4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7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과 7단원 스크래치 튜토리얼 (해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텍스트 파일 7.1은 학생들이 불러와서 쓸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다.

총정리: 보고 정렬과 스왑 정렬, 연습 문제 7.1C, 스크래치 7.1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보고 정렬(bogo sort)과 스왑 정렬(swap sort)을 소개하고 7.1.5 IT-생각하기를 답하게
한다. 이 두 정렬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 7.1C와, 보고 정렬의 미완성 버전인 스크래치 7.1을 보
게 하면 된다. 학생들에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스왑 정렬은 확실히 더 빠르고 따라서 더 좋다. 정렬 알고
리즘에 있어 속도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렬 알고리즘이 값을 서로 바꾸는 원리로 작동되지만, 항목을 서로 바
꾸는 데 있어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냥 임의의 항목을 골라서 서로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보다 더 구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정렬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을 모두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컴퓨터에서 A~Z(대문자)가 a~z보다 먼저 온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리스트
작성 및 데이터 보내기·들여오기를 위해 명령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정렬할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스크래치 7.1를 사용해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간단한 스왑 정렬을 사용해 카드를 정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방법이 보고 정렬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값이 서로 바뀌어야 하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일부는 어느 정렬 알고리즘이 더 나은지에 대한 견해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것이다.

숙제
지금과 다음 차시에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시스템이 나오면 메모해 두도록 하고, 각 시스템마다 예시를 다섯 개씩 찾아 오게
하자.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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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7.1A
예시

정렬 가능한 데이터

1

스프레드시트

철자 순에 따른 학교의 학과 목록

2

휴대 전화

이름 순서에 따른 주소록

3

쇼핑 사이트

가격에 따라 정렬된 품목

4

이메일

날짜/시간 순서에 따른 이메일

5

열차 출발 시간표

출발 시간에 따른 열차

6

비디오 게임

고득점 순위표의 점수

7

예) 사진 모음

예) 찍은 시간 순서대로의 사진

8

예) 미디어 플레이어

예) 음악가에 따라 정렬된 노래

7.1.1 IT-생각하기
a) 오름차순
b) 내림차순
c)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7.1.2 IT-생각하기/연습 문제 7.1B
a) 오름차순: Amethyst, Beryl, Diamond, Emerald, Jade, Opal
내림차순: Opal, Jade, Emerald, Diamond, Beryl, Amethyst
b) 오름차순: 3, 12, 43.5, 44, 65, 72, 98
내림차순: 98, 72, 65, 44, 43.5, 12, 3

7.1.3 IT-생각하기/연습 문제 7.1B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했지만, 이름 중 일부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일부는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도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했지만, 첫 글자가 대문
자인 이름을 먼저 정렬하고 그다음 첫 글자에 대문자가 없는 이름을 정렬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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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7.1.1 IT-생각하기

정렬 알고리즘이 무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

정렬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7.1.2 IT-생각하기

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

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1.3 IT-생각하기

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

부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

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

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성을 비교한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스크래치 또는 다른 그래픽

그래픽 프로그래밍

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의 필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리스트/

언어의 리스트/배열

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

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

배열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에서 데이터를 추출

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

및 삽입할 수 있다.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

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

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

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

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을 설계 및 개발한다.

및 수정한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7.1.5 IT-생각하기

데이터 집합의 크기

(위 참조)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알고

7.1.5 IT-생각하기

가 알고리즘의 데이

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패

리즘의 데이터 정렬 시간에

터 정렬 시간에 미치

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

는 영향에 대해 설명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기를 권장한다.

할 수 있다.

해답: 129쪽

7.1.4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또는 다른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

데이터 집합의 크기

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

가 알고리즘의 데이

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

터 정렬 시간에 미치

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는 영향에 대해 설명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
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알고
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
을 평가한다. 문제 패턴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
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
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
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
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7.1.1 IT-생각하기

오름차순에서 내림차

(위 참조)

(위 참조)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

7.1.2 IT-생각하기

순으로 바꾸는 등 주

로 바꾸는 등 주어진 정렬

7.1.3 IT-생각하기

어진 정렬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다.

해답: 129쪽

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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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권장 목표
데이터 집합에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버블 정렬의 한계를 설명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02~103쪽

핵심 용어
Flag (플래그)

연습 문제 7.2A 버블 정렬 댄스
연습 문제 7.2B 버블 정렬 작동
연습 문제 7.2C 버블 정렬 카드

강의 노트
시작하기: 버블 정렬 댄스, 연습 문제 7.2A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 7.2A의 복사본을 나누어 주고 www.youtube.com/watch?v=lyZQPjUT5B4의 영상을 보여준다. 알
고리즘은 0:52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연습 문제 7.2A의 문제 1번을 보게 한다. 2:09에서 멈추고 이제 문제 2
번을 보게 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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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버블 정렬을 시각화한 것이다. 각 반복 단계마다 댄서의 숫자가 한 명씩 줄어든다.
영상 끝부분에서, 댄서들이 버블 정렬이라는 정렬 알고리즘에 따라 정렬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준다.

주요 활동: 버블 정렬 작동 방식 이해하기, 연습 문제 7.2B, 연습 문제 7.2C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버블 정렬의 작동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다음 7.2.1 IT-컴퓨팅하기를 한다. 연습 문제 7.2B도 연
관되어 있다. 연습 문제 7.2C에는 카드가 들어 있는데, 카드를 잘라내어 7.2.1 IT-컴퓨팅하기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

총정리: 버블 정렬 시합, 연습 문제 7.2C
반을 두 명씩 조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조에서 누가 리스트 A가 되고 누가 리스트 B가 될지 결정하게 한다. 이 두 명은 누가
먼저 7.2.2 IT-컴퓨팅하기의 리스트를 정렬하는지를 가지고 시합하게 된다. 학생들은 연습 문제 7.2C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리스트 A와 리스트 B 중 어느 쪽이 빨랐는지 다같이 이야기해 본다. 리스트 B가 리스트 A보다 더 빨리 정렬되었을 것이다. 이
것은 리스트에서 항목이 한 번에 앞으로는 몇 단계씩 갈 수 있지만 뒤로는 한 단계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스트 A에서
Ape는 맨 끝에서 맨 앞으로 와야 하는데, 정렬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해야 한다. 반면 리스트 B에서 Fish는 정렬을 시작하게 되
면 바로 맨 앞에서 맨 끝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버블 정렬의 단점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은 버블 정렬을 일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렬을 전부 완료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이미 처리된 부분을 제거하면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총정리에서, 대부분은 리스트를 정렬할 것이며 다수는 정렬 전 과정을 보여 주고 두 과정 중 어느 것이 더 긴지 파악할 것이
다. 일부는 이미 정렬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시각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 주는 더 복잡한 버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7.2.3 IT-생각하기를 해 오게 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 차시를 시작할 때 보여 준 댄스 영상에 답이 있다고 힌

트를 주어도 좋다.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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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7.2A
1

2
a[3]이 a[0]과 춤춘다

댄서

순서가 서로 바뀌는가?

a[3] 이 a[1]과 춤춘다

0이 1과 춤춘다

아니요

a[3] 이 a[8]과 춤춘다

1이 3과 춤춘다

아니요

a[8] 이 a[7]과 춤춘다

3이 7과 춤춘다

아니요

a[8] 이 a[2]와 춤춘다

7이 2와 춤춘다

예

a[8] 이 a[5]와 춤춘다

7이 5와 춤춘다

예

a[8] 이 a[4]와 춤춘다

7이 4와 춤춘다

예

a[8] 이 a[6]과 춤춘다

7이 6와 춤춘다

예

a[8] 이 a[9]와 춤춘다

7.2.1 IT-컴퓨팅하기/연습 문제 7.2B
1

Fish

2

Dog

3

4

5

6

Flag

Elk

Ape

Bear

Cat

거짓

D

E

E

A

B

C

참

D

E

E

A

B

C

참

D

E

A

F

B

C

참

D

E

A

B

F

C

참

D

E

A

B

C

F

참

D

E

A

B

C

F

거짓

D

E

A

B

C

F

거짓

D

A

E

B

C

F

참

D

A

B

E

C

F

참

D

A

B

C

E

F

참

D

A

B

C

E

F

참

D

A

B

C

E

F

거짓

A

D

B

C

E

F

참

A

B

D

C

E

F

참

A

B

C

D

E

F

참

A

B

C

D

E

F

참

A

B

C

D

E

F

참

A

B

C

D

E

F

거짓

A

B

C

D

E

F

거짓

A

B

C

D

E

F

거짓

A

B

C

D

E

F

거짓

A

B

C

D

E

F

거짓

A

B

C

D

E

F

거짓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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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IT-컴퓨팅하기
리스트 B가 리스트 A보다 빨리 정렬될 것이다. 이것은 리스트에서 항목이 한 번에 앞으로는 몇 단계씩 갈 수 있지만 뒤로는
한 단계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스트 A에서 Ape는 맨 끝에서 맨 앞으로 와야 하는데, 정렬을 다섯 번 돌려야 한다. 반면
리스트 B에서 Fish는 정렬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맨 앞에서 맨 끝으로 갈 수 있다.

7.2.3 IT-생각하기
모범 답안 중 하나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학생들이 봤던 영상에 들어 있다. 바로 이미 정렬된 요소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답은 버블 정렬을 칵테일 정렬(cocktail sort)로 만드는 것이다. 칵테일 정렬이란 한 번에 한 방향으로 항목을
이동한 후 다음 항목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7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7.2.1 IT-컴퓨팅하기

버블 정렬 알고리즘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

7.2.2 IT-컴퓨팅하기

이 어떻게 작동하는

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여야

7.2.3 IT-컴퓨팅하기

지 설명한다.

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한다.

해답: 133~134쪽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7.2.1 IT-컴퓨팅하기

데이터 집합에 버블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 집합에 버블 정렬 알

7.2.2 IT-컴퓨팅하기

정렬 알고리즘을 적

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7.2.3 IT-컴퓨팅하기

용할 수 있다.

해답: 133~134쪽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7.2.3 IT-컴퓨팅하기

버블 정렬의 한계를

(위 참조)

(위 참조)

버블 정렬의 한계를 설명할

해답: 134쪽

설명한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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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 교재에서는 스크래치 버전 2.0에 기반을 둔 자료를 준비했지만, BYOB 등의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나 파이썬 등 텍
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체계화된 지도 아래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다.
리스트에서 한 번에 한 항목을 이동하도록 반복(Iter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중개 변수(Intermediary variable)를 통해 두 변수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권장 목표
지도를 별로 받지 않고도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다.
의사 코드가 프로그램 설계에 사용되며, 간결화된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쓰기 방식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성취 가능 목표
추가적인 지도 없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설계에서 의사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04~105쪽

파워포인트 7.3 잠시만…

애니메이션 7.3 변수

연습 문제 7.3B 버블 정렬 댄스 안무 짜기

텍스트 파일 7.1 이번 단원용

스크래치 7.3 7.3.3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연습 문제 7.3A 버블 정렬 프로그래밍하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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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Pseudocode (의사 코드)

강의 노트
시작하기: 복습
학생들에게 더 이상 자리바꿈이 일어나지 않을 때 리스트가 다 정렬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지난 시간의 숙제(7.2.3 IT-생
각하기)를 언급하면서, 이미 정렬이 완료되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요 활동 1: 의사 코드, 애니메이션 7.3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의사 코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버블 정렬에 사용되는 의사 코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적
절한 시점에 7.3.1 IT-생각하기와 7.3.2. IT-생각하기를 해결하게 하면 된다. 세 번째 변수를 사용해 두 변수를 자리바꿈하는 것
을 학생들이 잘 알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7.3을 보여 줄 수 있다.

주요 활동 2: 버블 정렬 프로그래밍하기, 텍스트 파일 7.1, 연습 문제 7.3A
학생들에게 7.3.3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하고, 리스트를 업로드한 뒤(다시 텍스트 파일 7.1을 사용하게 해도 좋다)
정렬하게 한다.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어느 정도로 지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과제 수행력
이 뛰어난 학생들은 지도가 거의 필요하지 않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연습 문제 7.3A를 참고할 수 있다.

총정리: ‘잠시만’, 파워포인트 7.3
파워포인트 7.3을 보여준다. 조를 나눠서 이야기하거나 다같이, 슬라이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버블 정렬을 설명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데이터가 정렬되는 과정에서의 임시적인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렬하는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습 문제 7.3A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지도를 거의 받지

않고 학생용 교재의 의사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숙제
연습 문제 7.3B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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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IT-생각하기
a)

b)

7.3.2 IT-생각하기
a=“apple”
b=“banana”
c=“”
c=a
a=b
b=c

7.3.3 IT-컴퓨팅하기/연습 문제 7.3A
예를 들면 스크래치 2.0에서:

스크래치 7.3이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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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7.3.3 IT-컴퓨팅하기

체계화된 지도 아래

KS3,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체계화된 지도 아래 버블 정

버블 정렬 알고리즘

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

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

을 코딩할 수 있다.

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

어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정한다.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7.3.1 IT-생각하기

리스트에서 한 번에

(위 참조)

(위 참조)

리스트에서 한 번에 한 항

해답: 137쪽

한 항목을 이동하도

목을 이동하도록 반복

7.3.3 IT-컴퓨팅하기

록 반복(Iteration)을

(Iteration)을 사용할 수 있

사용할 수 있다.

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7.3.2 IT-생각하기

중개 변수를 통해 두

(위 참조)

(위 참조)

중개 변수를 통해 두 변수의

해답: 137쪽

변수의 내용을 바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야 한

수 있다.

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지도를 별로 받지 않고도 버

고도 버블 정렬 알고

블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리즘을 코딩할 수 있

수 있다.

다.

7.3.3 IT-컴퓨팅하기

지도를 별로 받지 않

KS3,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7.3.2 IT-생각하기

의사 코드가 프로그

(위 참조)

(위 참조)

의사 코드가 프로그램 설계

해답: 137쪽

램 설계에 사용되며,

에 사용되며, 간결화된 프로

간결화된 프로그래밍

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쓰기

언어와 유사한 쓰기

방식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방식이라는 점을 인

야 한다.

지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추가적인 지도 없이 버블 정

버블 정렬 알고리즘

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

을 코딩할 수 있다.

7.3.3 IT-컴퓨팅하기

추가적인 지도 없이

을 것이다.
KS3,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7.3.2 IT-생각하기

프로그램 설계에서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램 설계에서 의사 코드

해답: 137쪽

의사 코드를 사용할

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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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데이터 집합에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데이터가 시작하는 순서가 선택 정렬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06~107쪽

핵심 용어
없음

연습 문제 7.4A 게을러지기, 반복하기
연습 문제 7.4B 루프에 갇히다
연습 문제 7.4C 코드 읽기
스크래치 7.4A 7.4.1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스크래치 7.4B 7.4.3 IT-컴퓨팅하기 예시 답안

강의 노트
시작하기: 버블 정렬을 출발점으로
버블 정렬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정렬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 학생들에게 발문한다.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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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찾아 자리를 바꾸고, 그다음으로 작은 항목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무슨 정렬일까? 이 방법은 선택 정렬이다.

주요 활동 1: 선택 정렬 작동 방식 이해하기, 연습 문제 7.4A, 애니메이션 7.4, 연습 문제 7.4B, 연습 문제 7.4C
학생들에게 www.youtube.com/watch?v=Ns4TPTC8whw 영상을 보여주고 패턴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
7.4A를 준다. 학생들은 카드를 오려내고, 영상 속 댄서들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 다음 댄서들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여

보면서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 학생들이 패턴을 찾아낸 것 같으면 영상을 정지하고, 정렬을 완료하기 위해 찾아낸 패턴을
적용하게 해 본다. 그다음 영상을 끝까지 맞게 답했는지 알아본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선택 정렬을 소개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연습 문제 7.4B를 나누어 준다. 여기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보다 뛰어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연습 문제 7.4C는 빈칸 채

우기 활동이며 비교적 과제 수행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애니메이션 7.4를 두 번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아무
것도 쓰지 말게 하고 두 번째 볼 때 평가지를 완성하게 한다.

주요 활동 2: 선택 정렬 작업하기, 연습 문제 7.4D
7.4.1 IT-계획하기, 그다음 7.4.2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7.4.2 IT-컴퓨팅하기는 연습 문제 7.4D로 보충할 수 있으며, 연습 문
제 7.2C의 카드를 오려서 사용해도 좋다.

총정리: 선택 정렬 시합
2차시의 버블 정렬 시합에서처럼, 학생들을 짝지어서 둘 중 누가 리스트 A를 맡을지, 누가 리스트 B를 맡을지 정하게 한다. 이제
누가 7.4.3 IT-컴퓨팅하기의 리스트를 먼저 정렬하는지 시합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연습 문제 7.2C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버블 정렬 시합에서 리스트 B가 리스트 A보다 빨리 정렬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이것은 리스트에서 항목이 한 번에 앞
으로는 몇 단계씩 갈 수 있지만 뒤로는 한 단계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어떨까? 리스트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
간에 정렬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선택 정렬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시작되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점이기 때문이다. 리스트 두 개에 같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 있을 경우 정렬 과정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 학생들에게 이것
은 왜 그럴지 물어본다. 학생들은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들어 있든 정렬하는 데 필요한 횟수가 같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빈칸 채우기 활동인 연습 문제 7.4C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연습 문제

7.4B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7.4.2 IT-컴퓨팅하기와 7.4.3 IT-컴퓨팅하기의 데이터를 정렬하고 각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가 7.4.1 IT-계획하기의 순서도를 서술하고 7.4.2 IT-컴퓨팅하기 및 7.4.3 IT-컴퓨팅하기의 정렬
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왜 한 집합이 다른 집합보다 정렬 속도가 빠른지도 설명할 것이다.

숙제
이번 차시에는 숙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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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7단원 5차시

정답 및 풀이
연습 문제 7.4B
1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끝까지 가면 회색이 아닌 맨 처음 블록으로 돌아간다.
2 노란색 블록이 테두리가 파란색인 블록보다 값이 더 작을 때.
3 테두리가 파란색인 블록이 가장 작은 항목이다.
4 테두리가 빨간색인 블록.
5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연습 문제 7.4C
1 오른쪽
2 더 작다
3 파란색/빨간색
4 정렬됨/정렬되지 않음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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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IT-계획하기
시작

‘위치’를 1로 정하기

‘위치’가
IF LIST의 길이보다
짧거나 같은가?

아니요

종료(리스트 정렬됨

예

‘점검 위치’를
‘위치’로 정하기

‘최솟값 위치’를
‘점검 위치’로 정하기

‘점검 위치’가
리스트 [ ]의 길이보다
짧거나 같은가?
리스트[‘위치’]의 항목을
리스트[‘최솟값 위치’]의
항목과 자리바꿈하기

‘위치’에 1 더하기

예

리스트
[‘최솟값 위치’]의 항목이
리스트[‘점검 위치’]의
항목보다 작은가?

예

리스트[‘위치’]의 항목을
리스트[‘최솟값 위치’]의
항목과 자리바꿈하기

아니요

‘점검 위치’에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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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IT-컴퓨팅하기/연습 문제 7.4D

1

2

3

4

5

6

최솟값

최솟값의 위치

Fish

Dog

Elk

Ape

Bear

Cat

Fish

1

F

D

E

A

B

C

D

2

F

D

E

A

B

C

D

2

F

D

E

A

B

C

A

4

F

D

E

A

B

C

A

4

F

D

E

A

B

C

A

4

F

B

C

D

2

위치 1의 F를 위치 4의 A와 바꾼다
A

D

E

A

D

E

F

B

C

D

2

A

D

E

F

B

C

D

2

A

D

E

F

B

C

B

5

A

D

E

F

B

C

B

5

위치 2의 D를 위치 5의 B와 바꾼다
A

B

E

F

D

C

E

3

A

B

E

F

D

C

E

3

A

B

E

F

D

C

D

5

A

B

E

F

D

C

C

6

위치 3의 E를 위치 6의 C와 바꾼다
A

B

C

F

D

E

F

4

A

B

C

F

D

E

D

5

A

B

C

F

D

E

D

5

위치 4의 F를 위치 5의 D와 바꾼다
A

B

C

D

F

E

F

5

A

B

C

D

F

E

E

6

D

E

F

위치 5의 F를 위치 6의 E와 바꾼다

A

B

C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에는 항목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리스트가 정렬되었다.

A

B

C

D

E

F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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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 4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연습 문제 7.4C

선택 정렬 알고리즘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

인간이나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

7.4.1 IT-계획하기

이 어떻게 작동하는

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

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지 알고 있

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해답: 141쪽

지 설명할 수 있다.

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있어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분해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부분 해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연습 문제 7.4B

데이터 집합에 선택

(위 참조)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데이터 집합에 선택 정렬

연습 문제 7.4C

정렬 알고리즘을 적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7.4.2 IT-계획하기

용할 수 있다.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해답: 142쪽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

7.4.3 IT-계획하기

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
제 패턴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
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
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
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
타낸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연습 문제 7.4B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가 시작하는 순서가

해답: 141쪽

순서가 선택 정렬의

선택 정렬의 속도에 영향을

7.4.3 IT-계획하기

속도에 영향을 미치

알고리즘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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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는지 설명한다.

5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은 선택 정렬을 자신있게 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변수 여러 개를 가지고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솟값 항목의 위치와 최솟값 항목의 값이 자주 혼동된다.
이 교재에서는 스크래치 2.0에 기반을 둔 자료를 활용했지만, BYOB, 레고 마인드스톰(LEGO Mindstorm), 앨리스(Alice),
앱 인벤터(App Inventor) 등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체계적인 지도 아래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다.
코드를 작성하여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중첩’은 코드 구간 안에 다른 코드 구간을 넣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의사 코드 예시의 도움을 받아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다.
선택 정렬에서 ‘중첩’을 사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도움을 받지 않고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08~109쪽

연습 문제 7.5 선택 정렬 프로그래밍하기

파워포인트 7.5 선택 정렬 설명하기

스크래치 7.5 7.5.1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애니메이션 7.5 최솟값 항목과 최솟값 항목의 위치 찾기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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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Nesting(중첩)

강의 노트
시작하기: 선택 정렬 복습하기, 파워포인트 7.5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를 보며 선택 정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습해 볼 시간을 몇 분 준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7.5의 학습 활
동을 완성하게 한다.

주요 활동: 최솟값 항목과 최솟값 항목의 위치 찾기, 애니메이션 7.5, 연습 문제 7.5
선택 정렬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서, 리스트에서 최솟값 항목과 최솟값 항목의 위치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야
한다. 애니메이션 7.5가 그 과정을 보여 준다.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에서 의사 코드에 대해 읽어 보게 하고, 이를 통해 7.5.1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과제 수행력이 부족
한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의 거의 완성된 버전인 연습 문제 7.5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총정리: 동료 평가
과제 수행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두 명씩 짝으로 묶고 서로가 만든 코드를 살펴보게 한다. 각 학생이 상대방이 만든 선택 정
렬 코드에서 특별히 좋은 점 한 가지와 개선할 점 한 가지를 찾아보게 한다. 우수한 학생들은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깨뜨릴’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지 알아보게 할 수도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에 기반을 둬서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거의 도움
을 받지 않고도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에게 총정리 활동에서 받은 피드백을 참고해 코드를 수정 보완해 오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7단원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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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7.5.1 IT-컴퓨팅하기/연습 문제 7.5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7.5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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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 5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7.5.1 IT-컴퓨팅하기

체계적인 지도 아래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체계적인 지도 아래 선택

해답: 146쪽

선택 정렬 알고리즘

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

정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

있어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을 코딩할 수 있다.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정한다.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7.5.1 IT-컴퓨팅하기

코드를 작성하여 리

(위 참조)

(위 참조)

코드를 작성하여 리스트에

해답: 146쪽

스트에서 가장 작은

서 가장 작은 항목을 찾을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수 있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7.5.1 IT-컴퓨팅하기

‘중첩’이 코드 구간

(위 참조)

(위 참조)

‘중첩’은 코드 구간 안에 다

해답: 146쪽

안에 다른 코드 구간

른 코드 구간을 넣는 과정

을 넣는 과정이라는

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

점을 이해한다.

다.
KS3,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발

권장 목표

7.5.1 IT-컴퓨팅하기

의사 코드 예시의 도

(위 참조)

(위 참조)

의사 코드 예시의 도움을

해답: 146쪽

움을 받아 선택 정렬

KS3, 글머리 기호 3

받아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코딩할

코딩할 수 있다.

수 있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7.5.1 IT-컴퓨팅하기

선택 정렬에서 ‘중첩’

(위 참조)

(위 참조)

선택 정렬에서 ‘중첩’을 사

해답: 146쪽

을 사용할 수 있다.

용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2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7.5.1 IT-컴퓨팅하기

도움을 받지 않고 선

(위 참조)

(위 참조)

도움을 받지 않고 선택 정

해답: 146쪽

택 정렬 알고리즘을

렬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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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딩할 수 있다.

6차시

알아두기
이 교재에서는 스크래치 2.0에 기반을 둔 자료를 준비했지만, BYOB 등의 다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나 파이썬 등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정렬 알고리즘으로 실험해 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실험 결과를 보고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가장 적합한 정렬 알고리즘을 고를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대한 여
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10~111쪽

리스트 7G 임의 A

연습 문제 7.6A 정렬 알고리즘 실증 테스트 (어려움)

리스트 7H 임의 B

연습 문제 7.6B 정렬 알고리즘 실증 테스트 (쉬움)

리스트 7I 임의 C

리스트 7A 임의 5개

스크래치 7.3 버블 정렬

리스트 7B 임의 6개

스크래치 7.5 선택 정렬

리스트 7C 임의 7개

리스트 7J 도전 과제 리스트

리스트 7D 거꾸로

인터랙티브 7.6 다지기 퀴즈

리스트 7E 마지막 항목이 순서에서 벗어남

스크래치 7.6 7.6.3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리스트 7F 첫 항목이 순서에서 벗어남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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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Empirical testing (실증 분석)

강의 노트
주요 활동을 진행할 때, 알고리즘에 ‘기다리기’ 명령어를 넣어 정렬 과정을 천천히 보여 주면서 학생들은 먼저 종료되는 알고
리즘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정렬할 모든 리스트를 같은 프로그램에 넣으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해 줘도 좋다. 그렇
게 하면 각각 다른 알고리즘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실행될 때보다 알고리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가 더 쉬워진다.

시작하기: 어느 알고리즘이 제일 좋을까?
7.6.1 IT-생각하기를 생각해 ‘최선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게 한다.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

렬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활용할 평가 기준은 바로 속도이며, 학생들이 실증 분석을 사용해 어느 것이 ‘최선인지’ 판
단하게 된다고 설명해 준다.

주요 활동 1: 실증 분석, 연습 문제 7.6A, 연습 문제 7.6B, 리스트 7A~7I, 스크래치 7.3, 스크래치 7.5
학생들이 7.6.2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보충 자료 중 연습 문제 7.6A는 비교적 수행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 7.6B는 수행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리스트 7A부터 7I까지 리스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 학생들은

이전에 프로그래밍했던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교재에서 제공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스크래치 7.3은 버블 정렬이며
스크래치 7.5는 선택 정렬이다).

다같이 여러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고 이야기해 본다. 수학적인 복잡도 기준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대신 실증
분석을 완료한 뒤 여러 데이터 집합에서의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에서 특히 주목해 보면
좋다.
버블 정렬이 리스트를 정렬할 때는 항목의 순서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체로 버블 정렬이 알고리즘 중 성능이 가장 낮다.
항목의 순서는 선택 알고리즘의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렬 알고리즘 세 종류 모두 리스트의 항목 수가 늘어나면 정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 사실 리스트가 길 경우 시간이 아
주 오래 걸려서(최악의 경우 항목 개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사용하기 비효율적일 수 있다.

주요 활동 2: 고득점 순위표, 리스트 7J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인 7.6.3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리스트 7J에는 학생용 교재에서 나열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총정리: 퀴즈, 인터랙티브 7.6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지는 의미로 인터랙티브 7.6에 포함된 퀴즈를 완성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주어진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업을 일부 또는 전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가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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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작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보다
큰 데이터 집합에서의 알고리즘 진행 시간을 예상해 보게 해도 좋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요 활동 2에서 게임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며, 일부는 점수에 따른, 또는 플레이어에 따른 정렬된 게임 고득점 순위표를 만들 것이다.

숙제
수업 도중에 도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숙제로 내주어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8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7.6.3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 예시:

스크래치 7.6이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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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 6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7.6.1 IT-생각하기

정렬 알고리즘을 가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고리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

정렬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

7.6.2 IT-컴퓨팅하기

지고 실험해 보고 서

즘(분류·검색 목적의 알고리즘 등)

그램의 일부가 되풀된다는 점을 알

험해 보고 서로 비교할 수

7.6.3 IT-컴퓨팅하기

로 비교할 수 있다.

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수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

있어야 한다.

해답: 150쪽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
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

KS3, 글머리 기호 3

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패턴 인식).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알고리즘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
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
제 패턴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걸
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
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
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
타낸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나만의 명령어’
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
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
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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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7.6.1 IT-생각하기

실험 결과를 보고 정

(위 참조)

(위 참조)

실험 결과를 보고 정렬 알고

7.6.2 IT-컴퓨팅하기

렬 알고리즘의 성능

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

7.6.3 IT-컴퓨팅하기

을 평가할 수 있다.

다.

해답: 150쪽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알고리즘
(위 참조)
알고리즘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7.6.1 IT-생각하기

주어진 데이터 집합

(위 참조)

(위 참조)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가장

7.6.2 IT-컴퓨팅하기

에 가장 적합한 정렬

적합한 정렬 알고리즘을 고

7.6.3 IT-컴퓨팅하기

알고리즘을 고를 수

를 수 있다.

해답: 150쪽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알고리즘
(위 참조)
알고리즘
(위 참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위 참조)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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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똑똑해 보일까?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

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until)’

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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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

한다.

을 인식한다.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종료 지점을 제어
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프로시
저를 사용하여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프로그램의 세밀한 사항들을 생략하는 데 쓰
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
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하고 사용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다목적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
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표준 라이브러리를 활용

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

한 고급 텍스트 언어를 실제로 경험한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정보 기술

지정 함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

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

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

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

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다. 솔루션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
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계하고, 기준을 사용하며 개선 사항을 파악하며 솔루션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다.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

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용하여 재사용성이 보장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

된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다. 루프 계수기를

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

사용하는 ‘While’ 루프와 ‘For’ 루프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

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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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의 기본 주제는 지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나, 학생들의 목표는 기본적인 ‘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대화는 극단적인 경우 엉터리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로울 수 있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사람과 동일한, 또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지능적 행태를 보이는지 점검하는 테스트이다. 학생들에게
튜링 테스트가 기계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지능의 일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이해한다.
지능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기계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기존에 존재하는 인공물(Artefact)을 더 유용하게, 따라서 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12~117쪽

핵심 용어
없음

연습 문제 8.1A 무엇이 지능인가?
연습 문제 8.1B 이 기계는 어느 정도까지…?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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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지능의 개념 소개하기, 연습 문제 8.1A
학생들에게 ‘무엇이 지능일까?’라고 물어본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토론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8.1.1 IT-생각하기와 8.1.2
IT-생각하기 전체를 물어본다. 연습 문제 8.1A로 보완한다.

주요 활동 1: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고 분해, 추상화, 일반화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학습에 대해 언급하여, 문제를 구성 요소로
분리함으로써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주자. 너무 복잡한 문제가 항상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논의한다. 그룹별로
8.1.3 IT-생각하기를 논의하게 한다. 그룹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반 전체와 공유하게 한다.

주요 활동 2: 생각하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생각하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8.1.4 IT-생각하기를 완성하여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 쪽지Ⓡ에 적어 교실 앞 칠판에 붙이도록 한다. 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포스트잇 쪽지에 적힌 내용을 사람과 컴퓨터
모두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게 한다. 학생들은 이것을 어려워할 것이므로, 이 작업이 의미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우리는 정말로 컴퓨터가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야 할까? 학생들에게 학생용 교재에 있는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Edsger Dijkstra)의 말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8.1.5 IT-생각하기와 8.1.6 IT-생각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games.dannycox.me.uk/noughtsandcrossessingleplayer를 통해 컴퓨터가 삼목놓기를 다양한 수준에서 플레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여기서 레벨 3 컴퓨터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시간이 충분하다면,
www.cs4fn.org/teachers/activities/intelligentpaper/intelligentpaper.pdf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종이’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확인한 전략으로 여러분과 대결하도록 해보자.
다음으로, 학생들이 8.1.7 IT-생각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게리 카스파로프(Gary Kasparov)와 딥
블루(Deep Blue)의 1997년 체스 경기에 대한 짧은 영상을 같이 봐도 좋다.
www.youtube.com/watch?v=NjarxpYyoFl

총정리: 미래 예측하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예측 텍스트에 대해 논의하고, 반 전체가 8.1.8 IT-생각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다시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친다. 기계가 실제로 지능이 있는지, 또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차별화 및 확장
대부분의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지능적인’ 활동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이 지능과 생각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기계의 지능이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지능의 범위와는 다른 개념임을
인식할 것이다.
대부분은 ‘생각’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고 일부 기계도 일종의 지능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시스템에서 지능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유사 지능이 규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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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부는 기계 관련 지능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고 이러한 유사 지능이 세심한 프로그래밍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8.1.9 IT-생각하기를 풀어보게 한다. 연습 문제 8.1B와도 관련되어 있다.

다음 권장 진도
8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8.1.8 IT-생각하기
아마존에서는 이전 구매 기록, 찾아본 검색 결과와 상품을 이용하여 구매 항목을 추천한다.
영국 기상청(The Met Office)은 위성, 기상 관측소, 이전 날씨 패턴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날씨를 예측한다.
증권 거래소는 매매 패턴, 과거로부터의 시장 변동을 사용하여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떨어질지 예측하여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한다.

8.1.9 IT-생각하기/연습 문제 8.1B
네 개의 기기 모두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감지하고,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식기
세척기는 수온, 적재 무게, 문이 닫혔는지 아닌지 등을 감지하기 위해 센서를 사용한다. 하지만 기계는 지능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몇 개의 일만 할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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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3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필수 목표

8.1.1 IT-생각하기/

지능의 일부 특성을

간단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설명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지능의 일부 특성을 설명

연습 문제 8.1A

설명할 수 있다.

하고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에서 오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할 수 있어야 한다.

8.1.2 IT-생각하기/

류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하여 논리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연습 문제 8.1A

적 추론을 이용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

8.1.3 IT-생각하기

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8.1.4 IT-생각하기

점을 인식한다.

8.1.5 IT-생각하기

KS3,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필수 목표

8.1.6 IT-생각하기

기계가 지능을 가질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위 참조)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

8.1.9 IT-생각하기/

수 있는지에 대한 논

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연습 문제 8.1B

쟁이 있음을 이해한다.

을 이해해야 한다.

해답: 156쪽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정보 기술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
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
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
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필수 목표

8.1.7 IT-생각하기

지능이 있다고 간주

(위 참조)

(위 참조)

지능이 있다고 간주할 수

8.1.8 IT-생각하기

할 수 있는 행위를 하

있는 행위를 하는 기계의

8.1.9 IT-생각하기/

는 기계의 예를 설명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연습 문제 8.1B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모두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식
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범용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
는 것을 이해한다.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능
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패치-실행
사이클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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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156쪽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정보처리

권장 목표

8.1.6 IT-생각하기

지능이 있는 것처럼

(위 참조)

컴퓨터에는 자체 지능이 없으므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8.1.7 IT-생각하기

보이는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행위를 하는 기계를 활용할

8.1.8 IT-생각하기

기계를 활용할 수 있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8.1.9 IT-생각하기/

는 방법을 제시할 수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

있다.

연습 문제 8.1B

있다.

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해답: 156쪽

점을 인식한다.
정보 기술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8.1.6 IT-생각하기

기존에 존재하는 인

(위 참조)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인공물을

8.1.7 IT-생각하기

공물을 더 유용하게,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더 유용하게, 따라서 더 지

8.1.8 IT-생각하기

따라서 더 지능이 있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8.1.9 IT-생각하기/

는 것처럼 보이게 만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연습 문제 8.1B

들기 위한 방법을 설

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수 있다.

해답: 156쪽

명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
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
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 및 해명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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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고 반복(Looping)과 선택 등 일반적인 구성어(Construct)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는지 배우게 된다. 파이썬(Python)은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여기에서 예시 파일과
튜토리얼은 모두 파이썬 버전 3으로 작성되어 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이 학교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보여 주기 전에 미리 학습 활동을 해 봐야 한다. BASIC의 각종 버전 등 다른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도 얼마든 적합하지만, 파이썬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 자료를 수정하거나 다시 써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업이 예상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학습 활동 중 일부는 건너뛰어야 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인 입력 및 출력 구문을 활용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버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각자 만든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if else’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입력값 저장을 위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다양한 예외 상황을 대비해 코드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테스트 데이터의 여러 유형에 관해 알고 테스트 계획에서 사용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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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118~121쪽

Variable (변수)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의 파트 1

Bug (버그)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의 파트 1 (해설)
오디오 클립 8.2 전화 메뉴
연습 문제 8.2 복수 응답
파이썬 8.2A 8.2.1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파이썬 8.2B 8.2.4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파이썬 8.2C 8.2.8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파이썬과 친해지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게 되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파트
1에서 파이썬 버전 3으로 사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IDLE과 이전의 ‘Hello World’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주요 활동 1: 안녕 Dotty!,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입력과 출력이 맡은 중심적인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 둘을 연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본다. 연속된 구문 또는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되짚는다. 그다음 학생들이 8.2.1 IT-컴퓨팅하기를 풀게 한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파트 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같이 8.2.2 IT-생각하기를 논의하며 이 부분의 수업을 마무리한다.

주요 활동 2: 프로그램에 변수 도입하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변수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변수가 입력값에 따른 컴퓨터 출력값을 다양화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8.2.3 IT-계획하기와 8.2.4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파트 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활동 3: 테스트하기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테스트 개념을 소개한다. 이는 이전의 디버깅 관련 작업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다 공식적인 테스트를
하려는 작업이다. 학생들이 8.2.5 IT-계획하기와 8.2.6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18세 초과와 18세 미만 그리고 18세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테스트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보다 우수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숫자가 아닌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것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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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복수 응답, 오디오 클립 8.2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복수 응답을 포함하면 컴퓨터와의 대화가 더 실감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오디오 클립 8.2를
들려 주고 각종 기관에 전화를 걸 때 메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숙제로 8.2.7 IT-계획하기, 8.2.8 IT-컴퓨팅하기
및 8.2.9 IT-생각하기를 해 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주어진 보충 자료를 이용해 입력값을 받아들이고 그 입력값에 기반을 둔 출력값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가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도움을 받아 작업 일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는 입력값에 따라 다양한 출력값을 내는

프로그램을 계획 및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입력값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코드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것이다.
주요 활동 3에서, 대부분은 18세 초과 또는 미만의 나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테스트 옵션을 확인할 것이며, 다수는 17, 18,

19라는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 및 다른 유형의 입력값을 테스트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일부는 정수에
함수 및 문자열 입력값이 포함되거나 문자열 입력값에 숫자를 넣는 등의 다양한 입력값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8.2.7 IT-계획하기, 8.2.8 IT-컴퓨팅하기 및 8.2.9 IT-생각하기를 해 오게 한다. 연습 문제 8.2가 이 학습 활동에 대한
보충 활동이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파트 1을 함께 제공해도 좋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8.2.9 IT-생각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권장 차시
8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8.2.1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코딩될 수 있다.
#program to greet user by name
name=input(‘What is your name?’)
print (‘\nHello’, name, ‘, good to see you.’)

문자 \n 은 화면을 좀더 읽기 쉽도록 줄을 추가한다.
파이썬 8.2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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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IT-계획하기
순서도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이름 물어보기

이름 저장하기

나이 물어보기

나이가 18세
이상인가?

아니요

성공 메시지 출력

예

실패 메시지 출력

8.2.4 IT-컴퓨팅하기
위의 순서도에 기반을 두어 파이썬 버전 3으로 작성한 예시이다.
#program to greet user by name and check age
name=input(‘What is your name?’)
age=input(‘How old are you?’)
if int(age)>=18:
print(‘\nCome on in and vote,’,name)
else:
print(‘\nYou are too young to vote,’,name)

입력 함수는 문자열을 돌려주는데, 이 문자열은 문자열 유형의 변수에 저장된다. name 그리고 age라는 이름의 변수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 int 함수를 사용해 age를 18과 비교하기 위해 정수로 변환한다. 변환하지 않으면 문자열인 age를
정수 18과 비교하는 경우 파이썬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데, 문자가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파이썬 8.2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8.2.7 IT-계획하기
get input ‘choice’
if choice = 1 then (만약 선택 = 1이라면)
provide current balance (현재 잔액을 알려 준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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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hoice = 2 then (만약 선택 = 2라면)
provide credit limit (신용 한도를 알려 준다)
if choice = 3 then (만약 선택 = 3이라면)
put through to an advisor (상담사를 연결한다)
if choice = 4 (만약 선택 = 4라면)
end call (호출 종료)

8.2.8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으로 작성한 예시이다.
#bank menu program
print(‘Welcome to the honest bank’)
print(‘Your call is valuable to us. So that we can best help you, please choose from the
following options:\n’)
print(‘Press 1 for your current balance’)
print(‘Press 2 for your current limit’)
print(‘Press 3 to speak to an adviser’)
print(‘Press 4 to give up’)
choice=input()
if int(choice)==1:
print(‘\nYour balance is currently not very much’)
elif int(choice)==2:
print(‘\nYour credit limit is really big’)
elif int(choice)==3:
print(‘\nYou are now being transferred to a human’)
else:
print(‘Bye. Come again soon’)
파이썬 8.2C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8.2.9 IT-생각하기
옵션을 다시 들어 보자.
잘못된 선택을 골라내고, 프로그램을 멈춰서 1, 2, 3 외의 입력값으로 재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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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2.1 IT-컴퓨팅하기

선택한 텍스트 기반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

선택한 텍스트 기반 프로

8.2.3 IT-계획하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

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

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

8.2.4 IT-컴퓨팅하기

기본적인 입력 및 출

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인 입력 및 출력 구문을

해답: 161~162쪽

력 구문을 활용할 수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루프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결한다.

문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있다.

else)’ 등)을 이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2.1 IT-컴퓨팅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8.2.3 IT-계획하기

래밍 언어에서 간단

언어에서 간단한 프로그

8.2.4 IT-컴퓨팅하기

한 프로그램을 만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

8.2.7 IT-계획하기/

고 실행할 수 있다.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

어야 한다.

연습 문제 8.2

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8.2.8 IT-컴퓨팅하

KS3, 글머리 기호 1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

기/연습 문제 8.2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

8.2.9 IT-생각하기/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

연습 문제 8.2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

해답: 161~162쪽

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
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
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위 참조)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버그가 무엇인지 이해하

해하고 각자 만든 프

구문과 루프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고 각자 만든 프로그램을

로그램을 디버깅할

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

디버깅할 수 있어야 한다.

수 있다.

8.2.5 IT-계획하기

버그가 무엇인지 이

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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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2.7 IT-계획하기/

‘if else’ 등의 조건을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if else’ 등의 조건을 사용

연습 문제 8.2

사용할 수 있다.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할 수 있다.

8.2.8 IT-컴퓨팅하기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

해답: 162~163쪽

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
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
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
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
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
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테스트 계획을 계획하고

8.2.6 IT-컴퓨팅하기

테스트 계획을 계획
하고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2.1 IT-컴퓨팅하기

입력값 저장을 위해

(위 참조)

(위 참조)

입력값 저장을 위해 변수

8.2.4 IT-컴퓨팅하기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를 사용할 수 있다.

8.2.8 IT-컴퓨팅하기
해답: 161~163쪽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2.6 IT-컴퓨팅하기

다양한 예외 상황을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예외 상황을 대비

8.2.9 IT-생각하기/

대비해 코드를 테스

해 코드를 테스트할 필요

연습 문제 8.2

트할 필요가 있다는

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해답: 163쪽

점을 인식한다.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2.6 IT-컴퓨팅하기

테스트 데이터의 여

(위 참조)

(위 참조)

테스트 데이터의 여러 유

8.2.9 IT-생각하기/

러 유형에 관해 알고

형에 관해 알고 테스트 계

연습 문제 8.2

테스트 계획에서 사

획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답: 163쪽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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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의 학습 활동은 이전 차시 학습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우수한 학생들은 이전 작업의 결과물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뒤처진 학생들은 이전 학습 활동에서 제공된 미완성 해답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작해야 할 수 있다.
부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프로시저(Procedure)는 프로그램 구문 집합을 실행함으로써 독자적인 계산 단위를 형성하지만, 계산에서 어떤 결과를
돌려주진 않는다. 반면 함수(function)는 입력값(또는 인자)에 계산을 실행하고 함수 호출을 한 코드에 사용되도록 계산
결과를 돌려준다. 파이썬에는 내장된 함수가 많다. 예를 들어 input() 함수는 인자로 주어진 문자열을 사용해 사용자 입력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문자열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러므로 name = input(‘Enter your name: ’)은 ‘Enter
your name: ’ 문자열을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열을 돌려주며 함수 호출을 한 프로그램이 사용하도록 문자열을
변수 name에 돌려준다. 변수는 문자열 ‘Enter your name: ’을 대신해서 인자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내장된 함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이썬은 키워드 def를 사용해 함수를
정의한다.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시저와 함수를 구분하지 않는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간단한 프로그램을 시작, 작성, 편집, 저장 및 실행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루프를 작성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부프로그램을 작성 및 호출할 수 있다.
반복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권장 목표
‘While and while’ 루프 등의 상위 검사 루프와 ‘Repeat until’ 루프 등의 사후 검사 루프의 차이와 각 쓰임새를 이해한다.
프로시저가 부프로그램에서 세부 사항을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이 절차적 추상화라 불린다는 점을
인지한다.

성취 가능 목표
‘While end while’ 루프와 계수기를 사용하는 ‘for’ 루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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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122~125쪽

Loop (루프)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의 파트 2

Boolean logic (불 연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의 파트 2 (해설)

Boolean variable (불 변수)

파이썬 8.3 8.3.4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Terminating condition (종료 조건)
Post-tested loop (사후 검사 루프)
Top-tested loop (상위 검사 루프)
Sub-program (부프로그램)

강의 노트
시작하기: 반복
학생들에게 반복(Iteration)과 루프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행동이 반복되어야 하는 생활에서의 실제 상황으로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게 한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 제조업자들은 디자인을 계속 반복하며, 요리사들은 레시피를 반복하며 개선하고,
음악인들은 곡에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고 공장에서는 효율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제조 과정을 실험할 때 반복 과정을
거친다.

주요 활동 1: 여러 종류의 루프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주요 루프 유형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이란 숫자를 세는 ‘for’ 루프, 조건적인
‘Repeat until’ 루프와 ‘While … end while’ 루프를 말한다. 학생들이 8.3.1 IT-계획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주요 활동 2: 부프로그램,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부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서 자기 제어(Self-contained) 구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야기한다.
다같이 8.3.2 IT-생각하기를 토론해 보고 그다음 8.3.3 IT-계획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8.3.2 IT-생각하기는
건너뛰어도 좋다.
학생들이 8.3.4 IT-생각하기를 해 오게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함수를 사용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객에게 묻기 전에
고객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파트 2를 참고할 수 있다.

총정리: 프로그램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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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IT-생각하기를 토론해 본다. 왜 이 프로그램에 지능이 있어 보이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이러한

유형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는 다른 기계적 특성을 잡아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간단한 데이터 입력 및 응답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며 간단한 루프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상당히 복잡한 데이터 입력 및 응답 시스템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에서 루프가
의미 있게 종료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if x>y AND p<q then…’과 같이 여러 조건이 포함된 불 연산식을
포함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간단한 부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은 고객 상담 프로그램을 수정해

부프로그램 사용을 포함할 것이다. 일부는 적절한 부프로그램을 사용해 교재에 소개된 고객 상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8.3.5 IT-생각하기에 대한 창의적인 답변을 준비해 오게 한다. 예를 들면 휴대 전화로 단편 역할극을 촬영해 오거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오게 할 수 있다.

다음 권장 차시
8단원 4차시

정답 및 풀이
8.3.1 IT-계획하기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시작

선택 가져오기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

선택이
‘포기하세요’인가?

정지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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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구문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반복
선택 가져오기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
선택 = ‘포기하세요’ 까지

8.3.2 IT-생각하기
이름
계좌 번호
생년월일
어머니의 성
우편 번호

8.3.3 IT-계획하기
알고리즘을 연속된 구문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환영 메시지를 표시한다
선택을 표시한다
선택을 수용한다
루틴 확인을 호출한다
알맞은 선택을 한다
정보를 내보낸다
루틴 확인
이름을 얻는다
계좌 번호를 얻는다
생년월일을 얻는다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을 얻는다
우편 번호를 얻는다
돌아간다

순서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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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확인하기
메시지 출력

선택지 출력

이름 얻기

선택 가져오기

계좌 번호 얻기

선택 = 1

예

확인하기

정보 출력

선택 = 2

예

확인하기

정보 출력

어머니의 결혼 전
성 얻기

선택 = 3

예

확인하기

정보 출력

우편 번호 얻기

선택 = 4

예

종료 메시지 출력

정보 출력

생년월일 얻기

아니요

끝

돌아가기 테스트=참

8.3.4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예시:
#bank menu program
print(‘Welcome to the honest bank＼n＼n’)
def identity():
“here we shall ask for id and other details”
frame=input(‘What is your first name?’)
ac_no=input(‘What is your account number?’)
dob=input(‘What is your date of birth?’)
maiden_name=input(“What is your mother’s maiden name?”)
postcode=input(‘What is your postcode?’)
print(‘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fname)
print(‘We can now respond to your request for account number:’,ac_no)
test = True
while test:
print(‘Your call is valuable to us. So that we can best help you, please choose from the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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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n’)
print(‘Press 1 for your current balance’)
print(‘Press 2 for your credit limit’)
print(‘Press 3 to speak to an adviser’)
print(‘Press 4 to quit’)
choice=int(input())
if choice==I;
identity()
print(‘Your balance is xxx’)
test=False
elif choice=2:
identity()
print(‘Your credit limit is yyy’)
test=False
elif choice==3:
identity()
print(‘You are now being transferred to a human\n\n’)
test=False
elif choice==4:
test=False
print(‘Bye. Come again soon’)
파이썬 8.3이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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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2,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3.1 IT-계획하기

간단한 프로그램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시작,

8.3.3 IT-계획하기

시작, 작성, 편집, 저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작성, 편집, 저장 및 실행

8.3.4 IT-컴퓨팅하기

장 및 실행할 수 있다.

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루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68~170쪽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프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문 (‘만

해결한다.

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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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3.1 IT-계획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8.3.4 IT-컴퓨팅하기

래밍 언어에서 루프

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언어에서 루프를 작성할

해답: 168~170쪽

를 작성할 수 있다.

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

수 있어야 한다.

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
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
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
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
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3.4 IT-컴퓨팅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위 참조)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해답: 170쪽

래밍 언어에서 부프

변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함수’의

언어에서 부프로그램을

로그램을 작성 및 호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

작성 및 호출할 수 있어야

출할 수 있다.

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

한다.

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
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
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
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3.1 IT-계획하기

반복이 무엇인지 이

(위 참조)

(위 참조)

반복이 무엇인지 이해해

8.3.4 IT-컴퓨팅하기

해한다.

야 한다.

해답: 168~170쪽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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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3.1 IT-계획하기

‘While and while’ 루

(위 참조)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

‘While and while’ 루프

8.3.3 IT-계획하기

프 등의 상위검사 루

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

등의 상위 검사 루프와

해답: 168~169쪽

프와 ‘Repeat until’

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

‘Repeat until’ 루프 등의

루프 등의 사후 검사

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

사후 검사 루프의 차이와

루프의 차이와 각 쓰

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

각 쓰임새를 이해하기를

임새를 이해한다.

(‘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권장한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
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
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3.4 IT-컴퓨팅하기

프로시저가 부프로그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프로시저가 부프로그램에

해답: 170쪽

램에서 세부 사항을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서 세부 사항을 숨기는 데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것이 절차적 추상화라 불

절차적 추상화라 불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

린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린다는 점을 인지한

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

이 권장 사항이다.

다.

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
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
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
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3.1 IT-계획하기

‘while end while’ 루

(위 참조)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While end while’ 루프와

8.3.3 IT-계획하기

프와 계수기를 사용

사용하여 재사용성이 보장된 중첩

계수기를 사용하는 ‘For’

해답: 168~169쪽

하는 ‘For’ 루프의 차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

루프의 차이점을 이해할

다. 루프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수 있다.

이점을 이해한다.

루프와 ‘For’ 루프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3.4 IT-컴퓨팅하기

중첩 모듈러 프로그

(위 참조)

(위 참조)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해답: 170쪽

램을 설계 및 작성할

설계 및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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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의 학습 활동은 이전 차시 학습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우수한 학생들은 이전 작업의 결과물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뒤처진 학생들은 이전 학습 활동에서 제공된 미완성 해답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작해야 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기본 데이터 유형을 이해한다.
변수가 무엇인지, 그 제약 사항은 무엇인지 이해한다.
변수와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안다.

권장 목표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색인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값이 어떻게·왜 데이터 유형화(Data typed)되었는지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정적 데이터 유형화와 동적 데이터 유형화의 차이를 안다.
다양한 데이터 구조의 차이점을 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물리 체계를 제어하거나 구현하는 등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여 해결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26~131쪽

연습 문제 8.4 임의성

인터랙티브 8.4 데이터 유형 퀴즈

파이썬 8.4A 8.4.5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의 파트 3

파이썬 8.4B 8.4.6 IT-컴퓨팅하기 예시 해답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의 파트 3 (해설)

4차시

171

Unit 8.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똑똑해 보일까?

핵심 용어
Initialise (초기화)

Element (요소)

Data Structure (데이터 구조)

Index (색인)

Array (배열)

Syntax (문법)

Sequence (시퀀스)

강의 노트
시작하기: 데이터 유형, 인터랙티브 8.4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데이터 유형에 관해 이야기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토론해 본다. 학생용 교재의 예시를
프로그래밍하여 학생들이 오류 메시지를 보게 하고, 데이터 유형이 잘못 연결되면 오류가 일어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다같이 8.4.1 IT-생각하기를 주제로 토론해 본다. 데이터 유형과 그 중요성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변수에 할당된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인간과의 대화에는 문자열이 포함된다. 가끔 숫자(정수든 실수든)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를 보지 않고 인터랙티브 8.4를 해결하게 한다.

주요 활동: 복수의 값 저장하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8.4.2 IT-생각하기를 다같이 이야기하며 같은 데이터 유형의 여러 값을 저장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준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분은 같은 데이터 유형의 값 여러 가지를 배열 안에 저장하게 된다. 학생용 교재에도
기본은 제공되어 있지만,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설치하고, 데이터를 붙여넣고,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은 배열보다 더 유연하고 기능성이
많은 리스트를 사용할 것이다. 학생들은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붙여넣고 추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열의 내용과
각 요소에 접근하는 색인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을 해야 할 수 있으며,8.4.3 IT생각하기,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파트 3을 통해 연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을 갖고 나면 8.4.4 IT-생각하기와 8.4.5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날짜가 리스트에서 선택되는데, 생일을 자유롭게
입력해 파싱(Parse)하고 입증(Validate)할 때 생기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는 8.4.6 IT-컴퓨팅하기를 한다.

총정리: 디버깅
학생들은 8.4.6 IT-컴퓨팅하기에서 작성한 코드를 디버깅해야 한다. 각 별자리에 맞는 운세가 주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은 입력값을 받아 관련된 출력값을 내보내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가 리스트를 사용해 입력값에 맞는 출력값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다음 차시에 대한 예습으로 연습 문제 8.4를 해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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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8단원 5차시

정답 및 풀이
8.4.2 IT-생각하기
이름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모두 기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값이 새로 생길 경우 추가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값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8.4.4 IT-계획하기
결과로 나온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다.

이름을 요청한다

생년월일을
요청한다

별자리 배열을
만든다

배열에서 별자리를
찾아본다

별자리 데이터를
배열한다

별자리에 메시지를
띄워 내보낸다

알고리즘으로 쓸 경우 다음과 같다.
이름을 요청한다
생년월일 범위를 선택하도록 요청한다
별자리 배열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본다
별자리를 내보낸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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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예시:
#horoscope
star_sign_name=[‘Aries’,‘Taurus’,‘Gemini’,‘Cancer’,‘Leo’,‘Virgo’,‘Libra’,‘Scorpio’,‘Sagittari
us’,‘Capricorn’,‘Aquarius’,‘Pisces’]
name=input(‘What is your name?’)
print(‘Choose the number that shows your birth date \n’)
print(‘1 March 21 – April 19’)
print(‘2 April 20 – May 20’)
print(‘3 May 21 – June 20’)
print(‘4 June 21 – July 22’)
print(‘5 July 23 – August 22’)
print(‘6 August 23 – September 22’)
print(‘7 September 23 – October 22’)
print(‘8 October 23 – November 21’)
print(‘9 November 22 – December 21’)
print(‘10 December 22 – January 19’)
print(‘11 January 20 – February 18’)
print(‘12 February 19 – March 20’)
star_sign=int(input(‘\nWhat is your birth date?’))-1
print(‘\nHello’,name)
print(‘\nYour star sign is’,star_sign_name[star_sign])
파이썬 8.4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8.4.6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예시:
#horoscope
star_sign_name=[‘Aries’,‘Taurus’,‘Gemini’,‘Cancer’,‘Leo’,‘Virgo’,‘Libra’,‘Scorpio’,‘Sagittari
us’,‘Capricorn’,‘Aquarius’,‘Pisces’]
prediction=[‘Today you will meet a mysterious stranger.’,‘On Wednesday you will be kicked
by a bull.’,‘This week, you will meet your long lost twin brother.’,‘This evening you will
have crab for dinner.’,‘This week you will meet a lion.’,‘You will travel on a train from
Euston to Birmingham.’,‘You will go to the library.’,‘This week you will get stung by a
scorpion.’,‘Be careful not to get hit by an arrow.’,‘Be careful of aggressive goats this
week.’,“Mind you don’t get wet in the rain on Thursday.”,’You will probably have fish for
dinner this week.’]
name=input(‘What is your name?’)
print(‘Choose the number that shows your birth dat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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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1 March 21 – April 19’)
print(‘2 April 20 – May 20’)
print(‘3 May 21 – June 20’)
print(‘4 June 21 – July 22’)
print(‘5 July 23 – August 22’)
print(‘6 August 23 – September 22’)
print(‘7 September 23 – October 22’)
print(‘8 October 23 – November 21’)
print(‘9 November 22 – December 21’)
print(‘10 December 22 – January 19’)
print(‘11 January 20 – February 18’)
print(‘12 February 19 – March 20’)
star_sign=int(input(‘\nWhat is your birth date?’))-1
print(‘\nHello’,name)
print(‘\nYour star sign is’,star_sign_name[star_sign])
print(prediction[star_sign].lstrip())
파이썬 8.4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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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4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기본 데이터 유형을 이해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해야 한다.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8.4.1 IT-생각하기

보고용 문구
기본 데이터 유형을
이해한다.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니면
KS3, 글머리 기호 3

…(if, then and else)’ 등)을 이용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한다.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4.2 IT-생각하기

변수가 무엇인지, 그

(위 참조)

(위 참조)

변수가 무엇인지, 그 한계

해답: 176쪽

한계점은 무엇인지

점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해한다.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4.3 IT-계획하기

변수와 배열을 초기

(위 참조)

(위 참조)

변수와 배열을 초기화하

8.4.4 IT-계획하기

화하는 방법을 안다.

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해답: 176쪽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4.5 IT-컴퓨팅하기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위 참조)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색

8.4.6 IT-컴퓨팅하기

색인에 따라 데이터

변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지정

인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

해답: 177~178쪽

에 접근할 수 있다.

함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

할 수 있다.

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
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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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위 참조)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

프로그램에서 값이 어

어떻게·왜 데이터 유

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

떻게·왜 데이터 유형화

형화(Data typed)되

KS3, 글머리 기호 3

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

(Data typed)되었는지 이

었는지 이해한다.

(위 참조)

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

해하기를 권장한다.

8.4.1 IT-생각하기

프로그램에서 값이

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
(‘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
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
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정적 데이터 유형화와 동

와 동적 데이터 유형

적 데이터 유형화의 차이

화의 차이를 안다.

8.4.1 IT-생각하기

정적 데이터 유형화

를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4.5 IT-컴퓨팅하기

다양한 데이터 구조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데이터 구조의 차

8.4.6 IT-컴퓨팅하기

의 차이점을 안다.

이점을 알 수 있다.

해답: 177~178쪽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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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알아두기
난수(임의의 수) 개념과 여러분이 고른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난수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배열이나 리스트 등의 데이터 구조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할 수 있다.
테스트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두 개의 서로 다른 배열/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짝짓기(Pairing)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를 파악하고 테스트 계획의 일부로서 사용한다.
여러 가지 예외적 상황에서 코드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 일부 오류를 잡아낼 방법을 제시한다.

성취 가능 목표
데이터 구조에서 어떤 항목이 추출되었는지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낸다.
몇몇 문제 해결에는 사전(Dictionary)과 튜플 등의 데이터 구조 사용이 리스트/배열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데이터 구조가 리스트 안의 리스트나 다차원 배열에서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대수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32~135쪽
파이썬 8.5A 간단한 산수 퀴즈
애니메이션 8.5 파이썬 8.5A를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파이썬 8.5B 8.5.3 IT-컴퓨팅하기에 대한 예시 해답
파이썬 8.5C 8.5.4 IT-컴퓨팅하기에 대한 예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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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없음

파이썬 8.5D 8.5.8 IT-컴퓨팅하기에 대한 첫 번째 예시 해답
파이썬 8.5E 8.5.8 IT-컴퓨팅하기에 대한 두 번째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임의성과 유사 무작위, 파이썬 8.5A, 애니메이션 8.5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임의성(Randomness)과 유사 난수(Pseudo-randomness) 개념을 소개한다. 난수 생성기에서는
난수를 사용하기 위해 무작위 모듈(Random module)을 불러와야 한다.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간단한 수학 퀴즈를
통해 난수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이 수학 퀴즈에서는 임의의 값을 사용해 서로 곱한다. 파이썬 8.5A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8.5에서는 코드를 설명한다.

주요 활동 1: 무작위로 노래 고르기
학생들이 8.5.1 IT-계획하기, 8.5.2 IT-계획하기, 8.5.3 IT-컴퓨팅하기와 8.5.4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다같이 8.5.5 IT생각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주요 활동 2: 선물 고르기
학생들이 8.5.6 IT-생각하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건너뛰어도 좋다. 그다음 8.5.7 IT-계획하기와
8.5.8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학생들은 8.5.9 IT-컴퓨팅하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테스트할지 생각해 보고 8.5.10
IT-생각하기에서는 테스트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 테스트 시도란 프로그램을 깨려는 것으로, 조건이 맞는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만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총정리: 동료 평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최종 사용자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다음 8.5.11 IT-컴퓨팅하기를 해결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난수를 생성해서 간단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수는 각각 다른

리스트에서 선택을 짝짓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난수를 적용해 데이터 구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며, 데이터 부분 집합에서 임의의 항목을 불러오기 위해 데이터 저장소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는 리스트에서
어떻게 반복되는 선택을 제한할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몇몇 질문을 하고 임의의 선물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및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는

사용자의 응답에 선물 선택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기초해서 적절한 리스트에서 임의의 선물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은 각자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개선해야 한다.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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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8단원 6차시

정답 및 풀이
8.5.1 IT-생각하기
파이썬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난수 모듈을 불러와야 한다. 그 뒤 다음과 같은 무작위 방법(Random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파이썬 버전 3에서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import random
print (random.random())

다음과 같은 의사 난수가 나오게 된다.
0.7173929083323922
random.randint(from, to) or random.randrange([start], end, [step]) 함수를 이용해 임의의 정수가 생성될
수 있다.

8.5.2 IT-계획하기
연속된 구문으로 나타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다.
import random (임의의 항목 불러오기)
create list/array of titles (곡명 리스트/배열 만들기)
repeat required number of times (필요 횟수 반복하기)
get random number (난수 가져오기)
select title by array/list position (배열/리스트 위치로 곡명 선택하기)
output title (곡명 내보내기)
end repeat (반복 종료)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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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임의의 항목
불러오기

리스트 만들기

난수 만들기

리스트 임의의
위치에서 곡명 고르기

곡명 내보내기

리스트가
꽉 찼는가?

아니요

예

정지

8.5.3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예시:
#playlist1
import random
playlist=[‘Demons’,‘Little talks’,‘Tongue tied’,‘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Yellow’,‘The
middle’,‘Savior’,‘In the end’,‘Brave’,‘Give me love’,‘Red’,‘Begin again’,‘Back to December’,‘
Swift’,‘Boomerang’,‘Acapella’]
for counter in range(5):
rand_num=random.randrange(len(playlist))
print(counter+1,‘’,playlist[rand_num])
파이썬 8.5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8.5.4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예시:
#playlist2
import random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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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Demons’,‘Little talks’,‘Tongue tied’,‘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Yellow’,‘The
middle’,‘Savior’,‘In the end’,‘Brave’,‘Give me love’,‘Red’,‘Begin again’,‘Back to December’,‘
Swift’,‘Boomerang’,‘Acapella’)
num=int(input(‘How many titles do you want? ’))
for counter in range(num):
rand_num=random.randrange(0,15)
print(counter+1,‘’,playlist[rand_num])
파이썬 8.5C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8.5.5 IT-생각하기
여러분은 곡마다 불 플래그(Boolean flag)를 저장해야 한다. 플래그는 곡이 이미 선택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이 플래그는 곡
리스트와 같은 길이의 리스트 또는 배열에 저장될 수 있다. 플래그 리스트에서 각 플래그는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되어
있는데, 같은 색인 위치에 있는 노래가 아직 선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답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곡이
선택되면, 플래그 리스트에 있는 같은 색인 위치의 플래그는 True로 설정된다. 노래를 선택하기 전에 플래그 리스트에 있는
같은 색인 위치의 플래그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플래그가 True라면 새로운 난수가 생성되고 그다음 선택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노래 선택에 플래그를 사용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리스트, 사전 및 튜플 리스트를 사용해 볼 수도 있다.

8.5.7 IT-계획하기
연속된 구문으로 나타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다.
ask name of friend (친구의 이름 묻기)
go to sub-program to ask for choice of interest from list (부프로그램으로 가서 리스트에서 고를 항목을 묻기)
match choice to position of present in list (선택을 리스트에서의 선물 위치에 맞추기)
print present choice (선물 선택 출력하기)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작

친구 이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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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관심사

리스트에서 어울리
는 항목 고르기

선택 출력하기

선택 내보내기

선택 가져오기

정지

돌아가기

8.5.8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작성한 다음의 샘플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해 관심사 카테고리마다 선물을 하나씩 저장한다.
사용자가 숫자와 색인으로 분류한 관심사 카테고리를 선물 리스트에 넣어 관심사에 관련된 선물을 받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스포츠(Sport)’에 1’을 입력하면 리스트의 정수 색인 위치 0으로 변환된다. 선물은 애스턴 빌라(Aston Villa)에 가는
티켓이다.
#presents1
def interests(name):
print(‘Which of the following interests your friend’,name,‘?\n’)
print(‘Choose one from the list. ’)
print(‘1. Sport’)
print(‘2. Reading’)
print(‘3. Fashion’)
print(‘4. Music’)
print(‘5. None of the above’)
interest=input(‘\nEnter the number of your selection: ’)
return int(interest) - 1
presents = [‘a ticket to see Aston Villa’, ‘a Kindle’, ‘a new jacket’, ‘a violin’, ‘a pair of
socks’]
name=input(“What is your friend’s name? ”)
interest=interests(name)
print(‘The ideal present for’, name, ‘is’, presents[interest])
파이썬 8.5D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파이썬 버전 3에서 작성된 이 샘플 프로그램은 리스트에서 임의의 선물을 고르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마다 리스트를 따로 나누어 선물을 저장한다. 그다음에는 선물 리스트의 리스트를 사용한다. ‘스포츠’ 카테고리의
선물 리스트는 리스트의 리스트에서 색인 위치 0에 있고, ‘독서’ 카테고리의 선물 리스트는 리스트의 리스트에서 색인 위치
1에 있는 식이다. 알맞은 카테고리/선물 리스트에서 난수를 사용하여 선물이 선택된다.
#presents2
import random
def interests(name):
print(‘Which of the following interests your friend’,name,‘?\n’)
print(‘Choose one from the list. ’)
print(‘1. Sport’)
print(‘2. Reading’)
print(‘3. Fashion’)
print(‘4. Music’)
print(‘5. None of the above’)
interest=input(‘\nEnter the number of your selection: ’)
return int(interest) - 1
presents_sport=[‘a ticket to see Aston Villa’,‘a tennis ball’,‘a cricket bat’]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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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s_reading=[‘a Kindle’,‘a copy of the Daily Mail’,‘a Hodder textbook’]
presents_fashion=[‘a new top’,‘a jacket’,‘a pair of boots’]
presents_music=[‘a violin’,‘an MP3 track’,‘a trumpet’]
presents_none=[‘a pair of socks’,‘a hanky’,‘a bottle of supermarket deodorant’]
interest_lists=[presents_sport, presents_reading, presents_fashion, presents_music, presents_
none]
rand_num=random.randrange(len(presents_sport))
name=input(“What is your friend’s name? ”)
interest=interests(name)
print(‘The ideal present for’,name,‘is’,interest_lists[interest][rand_num])
파이썬 8.5E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파이썬 8.E는 선물 리스트의 리스트를 사용해 선물 리스트를 각 관심사와 연결한다. 대안으로는 각각 다른 리스트 다섯 개와

‘if else’ 구문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선택 사항에 대한 적절한 리스트를 고르는 방법이 있다. 일부 학생들이 이 방법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확장 활동으로, 리스트의 리스트 활성화와 ‘if else’ 선택문 사용을 비교하고 후자의 단점을
의논해 볼 수 있다. 적절한 데이터 구조 사용 대신 선택(Selection)을 사용하면 해답이 더 복잡해지고 오류가 나기 쉬워질
것이다. 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터 구조 사용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배우게 된다.

8.5.9 IT-컴퓨팅하기
계획에는 다음의 상황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심사를 고를 수 있고 그에 대한 응답이 제공됨.
이름이 정확하게 출력됨.
질문이 알맞게 표시됨.
각 경우에 정확한 선물이 출력됨.
예상치 못한 입력값이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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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5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5.1 IT-계획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8.5.2 IT-계획하기

래밍 언어에서 난수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언어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8.5.3 IT-컴퓨팅하기

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8.5.4 IT-컴퓨팅하기

이해한다.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KS3, 글머리 기호 3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을 설계 및 개발한다.

해답: 158-159쪽

프로그래밍 및 개발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지정
함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
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
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5.3 IT-컴퓨팅하기

배열이나 리스트 등

(위 참조)

(위 참조)

배열이나 리스트 등의 데

8.5.4 IT-컴퓨팅하기

의 데이터 구조에서

이터 구조에서 데이터를

8.5.5 IT-생각하기

데이터를 임의로 추

KS3, 글머리 기호 3

임의로 추출할 수 있어야

8.5.7 IT-계획하기

출할 수 있다.

(위 참조)

한다.

8.5.8 IT-컴퓨팅하기
해답: 184-186쪽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8.5.8 IT-컴퓨팅하기

테스트 계획을 계획

(위 참조)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테스트 계획을 계획하고

해답: 1861쪽

하고 실행할 수 있다.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8.5.10 IT-생각하기

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
(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
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
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
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5.3 IT-컴퓨팅하기

두 개의 서로 다른 배

(위 참조)

(위 참조)

두 개의 서로 다른 배열/리

8.5.4 IT-컴퓨팅하기

열/리스트에서 데이

스트에서 데이터를 페어링

8.5.5 IT-생각하기

터를 페어링(pairing)

KS3, 글머리 기호 3

(pairing)하는 방법을 이해

8.5.7 IT-계획하기

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위 참조)

할 것을 권장한다.

8.5.8 IT-컴퓨팅하기
해답: 184-186쪽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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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5.8 IT-컴퓨팅하기

적합한 테스트 데이

(위 참조)

(위 참조)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를

해답: 186쪽

터를 파악하고 테스

파악하고 테스트 계획의

8.5.10 IT-생각하기

트 계획의 일부로서

일부로서 사용할 것을 권

사용한다.

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5.8 IT-컴퓨팅하기

여러 가지 예외적 상

(위 참조)

(위 참조)

여러 가지 예외적 상황에

해답: 186쪽

황에서 코드를 테스

서 코드를 테스트할 필요

8.5.10 IT-생각하기

트할 필요가 있다는

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 일

8.5.11 IT-컴퓨팅하기

점을 보이고 일부 오

부 오류를 잡아낼 방법을

류를 잡아낼 방법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시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5.5 IT-생각하기

데이터 구조에서 어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 구조에서 어떤 항

해답: 185쪽

떤 항목이 추출되었

KS3, 글머리 기호 3

목이 추출되었는지 기록

는지 기록하는 방법

하는 방법을 알아낸다.

을 알아낸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5.3 IT-컴퓨팅하기

몇몇 문제 해결에는

(위 참조)

(위 참조)

몇몇 문제 해결에는 사전

8.5.4 IT-컴퓨팅하기

사전(Dictionary)과

(Dictionary)과 튜플 등의

8.5.5 IT-생각하기

튜플 등의 데이터 구

데이터 구조 사용이 리스

8.5.7 IT-계획하기

조 사용이 리스트/배

트/배열보다 더 적합할 수

8.5.8 IT-컴퓨팅하기

열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해답: 184-186쪽

있다는 점을 밝힌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5.3 IT-컴퓨팅하기

데이터 구조가 리스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 구조가 리스트 안

8.5.4 IT-컴퓨팅하기

트 안의 리스트나 다

의 리스트나 다차원 배열

8.5.5 IT-생각하기

차원 배열에서 ‘중첩’

에서 ‘중첩’될 수 있다는

8.5.7 IT-계획하기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것을 이해할 수 있다.

8.5.8 IT-컴퓨팅하기

해한다.

해해답: 184-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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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알아두기
여러분이 고른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에 익숙해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입력값에 관련이 있으면서도 임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자연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권장 목표
사람의 입력값에 상당히 믿을 만한 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추가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간단한 대화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튜링 테스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 구조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리스트,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36~141쪽

핵심 용어
Natural language (자연어)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파이썬 8.6A 8.6.6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파이썬 8.6B 8.6.9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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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
8.6.1 IT-생각하기에서는 익숙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던져서 지능 요소가 있는지 알아본다. 상황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영화 표를 사는 과정을 보여 주고 제기된 질문을 다같이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은 ‘대화’의 주제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통해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약 시스템에 극장 좌석의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인지 묻거나, 주차 및 식당에 관련한 문의를 할 수는 없다.

주요 활동 1: 엘리자와 튜링 테스트
다같이 8.6.2 IT-생각하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각자 스스로 엘리자와 대화할 기회를 준다. 8.6.3 IT-생각하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터넷에 엘리자의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www.manifestation.com/neurotoys/eliza.php3의 버전을
알려 주면 좋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여 튜링 테스트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엘리자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지 학생들과 이야기해
본다. 8.6.4 IT-생각하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및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학생들은 학생용 교재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과 8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8.6.5 IT-계획하기와 8.6.6 IT-컴퓨팅하기에서는 간단한 의사-환자 상담 시뮬레이션을 한다. 8.6.7 IT계획하기, 8.6.8 IT-계획하기, 8.6.9 IT-컴퓨팅하기와 8.6.10 IT-컴퓨팅하기에서 내용을 더 이어갈 수 있다.

총정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단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먼저 두 명씩 짝짓고, 그다음으로는 몇 명씩 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학생 전체가
함께 8.6.11 IT-생각하기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은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사람이 하는 예약 시스템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엘리자와 접촉하며

엘리자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다수는 시스템상에서 컴퓨터의 지능과 인간 지능을
구별하는 다양한 기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기본적인 문제를 만들고 세션에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는 문제에 답변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임의성을 일부 사용하여 더 복잡한 상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에게 숙제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오게 한다. 또는, 혹은 추가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대화 시뮬레이터에 대해 검색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 조사해 오게 한다. ‘chatterbot’을 검색하거나 www.cleverbot.com 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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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9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8.6.2 IT-생각하기
*는 인간이며 >는 컴퓨터이다.
대화 구조는 일반 채팅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단서는 입력한 내용이 계속 의미 없이
되풀이된다는 점과 대화가 의미 있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사람 두 명의 대화로
보일지도 모른다.

8.6.5 IT-계획하기
결과로 나오는 알고리즘은 구문으로 쓰일 경우 아래와 같게 된다.
증상과 치료법 저장하기
환자의 응답 받기
응답에서 핵심 단어 찾기
핵심 단어를 저장된 증상에서 찾기
치료법 불러내기

순서도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시작

증상과 치료법
저장하기

환자의 응답
요청하기

응답에서
핵심 단어 찾기

핵심 단어를
증상에서 찾기

치료법 파악하기

치료법 내보내기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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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IT-컴퓨팅하기
이 예시에서는 리스트 두 개에 증상 세 가지와 의사의 대답 세 가지가 저장되어 있다. in 함수는 환자가 인식 가능한 입력값을
입력한 게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진 단어를
찾기 위해 사용자의 증상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목이 아파요(I have a pain in the neck)’라고 말한다면
프로그램은 ‘아프다(pain)’라는 단어를 찾아서 정확히 그 단어에 반응한다. 환자의 응답에서 그 단어를 확인하려면 in 함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이썬 버전 3에서는 다음과 같다.

#medical conversation
symptoms=[“temperature”, “pain”, “sickness”]
answers=[“Have a day off work.”, “Take two paracetamol.”, “Don’t eat bad food then?”]
response=input(“Tell me what troubles you ”)
if ‘temperature’ in response:
response=’temperature’
elif ‘pain’ in response:
response=’pain’
elif ‘sickness’ in response:
response=’sickness’
if response in symptoms:
answer=answers[symptoms.index(response)]
print(answer)
else:
print(“I don’t know anything about”,repsonse,“find another doctor”)
파이썬 8.6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그 대안으로는, 사전(dictionary)을 사용해 각 증상을 다음과 같이 의사의 대답과 연결할 수 있다.
symptoms={“temperature”:“Have a day off work.”,“pain”:“Take two
paracetamol.“,”sickness“:”Don’t eat bad food then?“}

8.6.8 IT-생각하기
결과로 나오는 알고리즘은 구문으로 쓰일 경우 아래와 같게 된다.
create initial phrases for computer (컴퓨터에 첫 문장을 만든다)
create follow up phrases for computer (컴퓨터에 이어지는 문장을 만든다)
start a list of phrases to store human answers (this is so that the computer seems to be ‘listening’) (사
람들의 응답을 저장할 문장 리스트를 작동시킨다(컴퓨터가 ‘듣는’ 것처럼 보이도록))
get human response (사람들의 응답을 얻는다)
if there is a response (응답이 있으면)
supply random answer plus human words (사람들이 한 말에 더해 임의의 답을 공급한다)
every other question, ask some more about a previous human comment (to make it seem more natural) (질
문 두 개에 하나씩 사람이 이전에 한 대답에 대해 좀 더 물어본다(더 자연스러워지도록))
else sign off (아니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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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시작

첫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저장한다

응답을 저장할
공간을 만든다

환자들에게
응답을 요청한다

응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 말에 더해
임의의 대답을 만든다

홀수 번째
응답마다

문장에 핵심 단어를
연결한다

문장을 파악한다

문장을 내보낸다

8.6.9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에서 작성한 다음의 샘플 코드에서는 사람들의 응답을 모은 리스트를 추가로 작성하고, 컴퓨터가 하는 대답은
하나 건너 하나씩 사람이 한 응답을 포함한다. 응답은 다음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counter = 0
if counter ? 2:

이는 응답을 하나 건너 하나씩 탐지하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phrase3=random.randrage(len(human_response_list))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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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응답에서 임의의 문장을 선택하고 이를 아래의 문장을 사용해 응답 안에 삽입한다.
print(‘Tell me some more about ’,human_response_list[phrase3],‘·’)

다음의 예시에서는 보충 질문을 하고 사용자의 응답을 추가한다.
#create three lists
import random
counter=0
machine=['So you think about','Tell me why you say', 'Continue telling me about,'I really do
not care about','Well you never know when you might need','I once knew someone who had']
machine_follow_up=['What else interests you about','Lots of people are interested in']
human_respoonse_list=[]
human_words+input ('Computer: Tell me what you are thinking about. ＼nYou:')
human_response_list+=[human_words]
while human_words!='':
phrase1=random.randtange(len(machine))
phrase2=random.randtange(len(machine_follow_up))
phrase3=random.randtange(len(human_response_list))
print('Computer: ',machine[phrasel],human_words,'.', machine_follow_up[phrase2],human_
words,'?')
#follow up comment
if counter % 2:
phrase3=random.randrange(len(human_response_list))
print('Tell me some more about ' ,human_response_list[phrase3],'.')
#here, we ask fot the next input
human_words=input ('You: ')
human_response_list+=[human_words]
counter+1
print('Bye')
파이썬 8.6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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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6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입력값에 관련이 있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입력값에 관련이 있으면

으면서도 임의적인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변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지정

서도 임의적인 방식으로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함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

다양하게 대응하는 프로그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및 조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및 수정한다.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
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정보 기술

필수 목표

8.6.1 IT-생각하기

자연어라는 용어의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

자연어라는 용어의 의미

8.6.2 IT-생각하기

의미를 이해한다.

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를 이해하여야 한다.

8.6.3 IT-생각하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8.6.4 IT-생각하기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8.6.5 IT-계획하기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

해답: 192쪽

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6.6 IT-컴퓨팅하기

사람의 입력값에 상

(위 참조)

‘만약(if)’ 구문과 ‘만약 … 아니면 …

사람의 입력값에 상당히

해답: 193쪽

당히 믿을 만한 응답

8.6.7 IT-계획하기

을 하는 프로그램을

(if, then and else)’ 구문의 차이점

믿을 만한 응답을 하는 프

KS3, 글머리 기호 3

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줄 안

로그램을 작성할 것을 권

(위 참조)

다. 종료 지점을 제어하기 위하여

장한다.

작성할 수 있다.

루프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
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듈
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
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
부 사항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
다는 점을 안다(절차적 추상화).

6차시

193

Unit 8.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똑똑해 보일까?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8.6.8 IT-계획하기

추가 질문을 하는 프로

(위 참조)

(위 참조)

추가 질문을 하는 프로그

8.6.9 IT-컴퓨팅하기

그램을 만들 수 있다.

램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

해답: 193~194쪽

KS3, 글머리 기호 3

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간단한 대화 프로그램을

램을 개선할 방법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할 수

제시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8.6.11 IT-생각하기

간단한 대화 프로그

있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6.1 IT-생각하기

튜링 테스트의 성격

(위 참조)

(위 참조)

튜링 테스트의 성격을 이

8.6.2 IT-생각하기

을 이해할 수 있다.

해할 수 있다.

8.6.3 IT-생각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8.6.4 IT-생각하기

(위 참조)

8.6.5 IT-계획하기
해답: 192쪽
8.6.11 IT-생각하기

KS3, 글머리 기호 1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8.6.8 IT-계획하기

다양한 데이터 구조

(위 참조)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 구조의 목

8.6.9 IT-컴퓨팅하기

의 목적을 이해할 수

사용하여 재사용성이 보장된 중첩

적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답: 193~194쪽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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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

(위 참조)

다. 루프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루프와 ‘For’ 루프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다.

194

Unit 8

Unit 9

재귀적 패턴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반복을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양방향 선택, 즉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
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정보 기술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
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함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하며, 이
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
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

인간과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유리한지 알

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고 있다.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분
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프로그래밍 및 개발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루프 즉 ‘until’과 선택 구문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그래밍의 일부가 되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
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else)’등)을 이용한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
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
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
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시 상황에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지정 함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수

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부정 연산자

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

것을 알 수 있다.

정한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

문제에 대한 패턴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전달(parameter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Recursion).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while’)와 사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

이해한다.

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1차시

195

1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노래 속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동일한지).
재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분해와 반복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분해된 과제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패턴이 어떻게 재귀적인지 판별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재귀적 또는 반복적 패턴을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패턴 인지하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2의 142~145쪽

Recursion (재귀)

연습 문제 9.1A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

Base case (기저 사례)

오디오 클립 9.1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
연습 문제 9.1B 「초록 병 열 개」

196

Unit 9

강의 노트
시작하기: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 연습 문제 9.1A 및 오디오 클립 9.1
연습 문제 9.1A를 나누어 주고 오디오 클립 9.1을 재생한다. 학생들이 따라 부르도록 하고, 5분을 주어 짝과 함께 노래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수업의 후반부에서 다시 노래를 언급할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주요 활동 1: 재귀 소개하기
학생용 교재를 통해 재귀의 개념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9.1.1 IT-생각하기에 대해 찾아보고 학급 전체가
토론하게 한다.

주요 활동 2: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에서의 재귀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한 사람이 풀을 베러 갔네」에서 재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학생들과 이야기한다. 찾아낸
패턴을 통해 연습 문제 9.1A를 완성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이 9.1.2 IT-계획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이 익숙해야 한다.

총정리: 재귀 중지시키기
학생들에게 ‘또 어떠한 재귀 현상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자. 같은 작업을 조금씩 작거나 큰 규모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재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색하는 작업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예시 중
하나이다.
학생들에게 다음을 설명한다.
「어둡고 폭풍우가 부는 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둡고 폭풍우가 부는 밤에 한 무리의 해적이 해변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해적 선장이 일어나 말하길,
‘이야기를 들려 주마! 어둡고 폭풍우가 부는 밤에 한 무리의 해적이 해변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해적 선장이
일어나 말하길, ‘이야기를 들려 주마! 어둡고 폭풍우가 부는 밤에 한 무리의 해적이 해변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해적 선장이 일어나 말하길, ‘이야기를 들려 주마! 어둡고 폭풍우가 부는 밤에…
이야기가 재귀적으로 보이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재귀적이지 않음을 설명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기저 사례’ 개념을 소개한다. 내줄 숙제인 「초록 병 열 개」에 포함된 기저 사례를 확인한다(초록 병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지점이 중단 지점이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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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두문자어의 의미를 찾아내고 노래의 일부분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래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은 재귀적 루프가 종료 조건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노래 일부를 위한 알고리즘을 시도할 것이다. 많은

학생은 노래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모든 구조를 찾아내고 노래를 정의하기 위해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완성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9.1.3 IT-계획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은 재귀적 패턴이 포함된 노래라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으나, 「초록 병
열 개」의 가사와 가능한 해답이 연습 문제 9.1B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 권장 진도
9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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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9.1.1 IT-생각하기
‘PHP’는 두문자 ‘PHP’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PHP: Hypertext Preprocessor’의 줄임말이다. 마찬가지로, ‘GNU’또한 두문자
‘GNU’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GNUs Not UNIX’의 약어이다.

9.1.2 IT-계획하기
a) 순서도(순서도)로 작성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시작

소절 번호를
1로 지정

소절 번호는
1인가?

아니요

예

사람들을
MAN으로 지정

사람들을
MEN으로 지정

출력 : 소절 번호 사람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A 계수기를 소절 번호
와 같게 설정

아니요

계수기가 1인가?

계수기 값에서
1을 뺀다

출력 : MEN을
계수하시오,

예

출력 :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소절 번호에
1을 더한다

소절 번호가
10보다 큰가?

아니요

예

만약 줄글로 작성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중지

set verse to 1
repeat until verse = 10
if verse is 1 set people to man else set people to men
output ‘verse people went to mow..’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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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 = verse
repeat until counter =1
if counter =1 output ‘one man and his dog...’
verse=verse+1
else output ‘counter men went to mow...’
counter= counter-1
stop

b) ‘repeat until verse = 10’을 ‘repeat until verse = 5’또는 ‘repeat until verse = 100’으로 바꾸어야 한다.

9.1.3 IT-계획하기
순서도로 작성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시작

숫자를 10으로 지정

중지

숫자가 0보다
작은가?

예

아니요

출력
‘숫자 + ’초록 병...
‘숫자 + ’초록 병...’
‘그리고 만약 초록 병 하나...’
‘거기에는‘숫자-1
‘초록 병...’

숫자=숫자-1

만약 줄글로 작성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number =10
Repeat until number <0
Output number ‘green bottles hanging on the wall’
Output number ‘green bottles hanging on the wall’
Output ‘and if one..’
Output ‘there will be’number-1 ‘green bottles...’
number =numb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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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 1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1.2 IT-계획하기

노래 속의 패턴을 찾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반복을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양방향 선

노래 속의 패턴을 찾아낼

연습 문제 9.1A

아낼 수 있다.(무엇이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

택, 즉 ‘만약 … 아니면 … (if, then and

수 있다.(무엇이 바뀌고 무

해답: 202쪽

바뀌고 무엇이 동일

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

else)’을 설계한다. 해답을 나타내기 위

엇이 동일한지)

용 및 평가한다.

하여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출력값 예

한지)

상을 위해 입력값을 인지하면서 논리적
으로 추론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1.2 IT-계획하기

재귀의 기본 개념을

(위 참조)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

재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

연습 문제 9.1A

이해하고 설명할 수

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패턴

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1.3 IT-계획하기

있다.

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

연습 문제 9.1B

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해답: 202~203쪽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
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
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1.2 IT-계획하기

분해와 반복의 핵심

(위 참조)

인간과 컴퓨터가 각각 어떤 작업을 처리

분해와 반복의 핵심 개념을

연습 문제 9.1A

개념을 이해하고 설

하는 데 유리한지 알고 있다. 문제를 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9.1.3 IT-계획하기

명할 수 있다.

해함으로써 해결하며, 분해된 각각의 부

한다.

연습 문제 9.1B

분에 대한 부분 해답(Sub-solution)을

해답: 202~203쪽

만든다. 같은 문제에도 여러 해답이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알고리즘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그래
밍의 일부가 되풀이된다는 점을 알고 있
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9.1.2 IT-계획하기

분해된 과제에 기반

(위 참조)

(위 참조)

분해된 과제에 기반을 둔 알

연습 문제 9.1A

을 둔 알고리즘을 생

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9.1.3 IT-계획하기

성할 수 있다.

연습 문제 9.1B
해답: 202~203쪽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9.1.3 IT-계획하기

패턴이 어떻게 재귀적

(위 참조)

(위 참조)

패턴이 어떻게 재귀적인지 판

연습 문제 9.1B

인지 판별할 수 있다.

별할 수 있다.

해답: 203쪽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9.1.3 IT-계획하기

재귀적 또는 반복적

(위 참조)

(위 참조)

재귀적 또는 반복적 패턴을

연습 문제 9.1B

패턴을 위한 알고리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해답: 203쪽

즘을 작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
(위 참조)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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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스크래치 2.0 또는 BYOB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재귀적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음성을 녹음하거나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기가 없다면, 대신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만약 오디오를 재생할 수는 있으나 녹음할 수 없다면 주어진 오디오
파일을 사용한다.
일부 과제에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 주어진 예시는 파이썬 버전 3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패턴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낼 수 있다.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음악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알고리즘을 해석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다.
반복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패턴 인지하기
음악: 오디오 파일 녹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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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46~147쪽

핵심 용어
없음

9.2.5 IT-컴퓨팅하기를 위한 오디오 9.2 A zip 파일
9.2.1 IT-컴퓨팅하기를 위한 예시 해답 파이썬 9.2A
9.2.3 IT-컴퓨팅하기를 위한 예시 해답 파이썬 9.2B
9.2.5 IT-컴퓨팅하기를 위한 예시 해답 스크래치 9.2A

강의 노트
시작하기: 재귀적 패턴과 재귀적 프로그램
학생 2~3명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재귀적 패턴을 그리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 2~3명에게 재귀적 프로그램에 대해
정의하도록 한다. 재귀적 패턴은 무한히 반복되는 것에 비해 재귀적 프로그램은 종료 조건 또는 기저 사례로 불리는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만 함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활동 1: 재귀적 프로그램 작성하기
학생용 교재를 통해 재귀적 프로그램을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9.2.1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주요 활동 2: 팩토리얼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팩토리얼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9.2.2 IT-계획하기와 9.2.3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영상 http://study.com/academy/lesson/how-to-evaluate-factorials.html#lesson으로 팩토리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주요 활동 3: 노래하는 프로그램 작성하기, 오디오 9.2
학생들이 9.2.4 IT-계획하기 그리고 9.2.5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본인이 오디오 파일을 녹음할 수 없는
경우 오디오 9.2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샘플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재귀적 프로그램에 대해 지도한다.

총정리: 학생들의 작업 공유하기
가장 잘 구현된 프로그램을 보여 주면서, 어느 부분에 재귀가 사용되었는지 강조하고 모든 학생들이 재귀 패턴을 이해하도록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숫자를 세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시도할 것이며 과제를 완성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5!’를 재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5!’를

계산하는 재귀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일부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5!’를 계산하는 재귀적 프로그램을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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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 대한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3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컴퓨터가 최소한 노래의 첫 번째 소절을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노래 대부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컴퓨터가 노래 전체를 부르게 하고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재귀적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경우, 총정리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재귀적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한다. 작동하는 재귀적 프로그램을 완성한 학생들은 코딩 내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9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9.2.1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def recurse(number):
if number>0:
print(number)
recurse(number-1)
count=int(input(‘Enter a number’))
recurse(count)
파이썬 9.2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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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IT-계획하기
5x4x3x2x1

4x3x2x1

팩토리얼 함수: 5

팩토리얼 함수: 4

3x2x1

팩토리얼 함수: 3

2x1

팩토리얼 함수: 2

1

팩토리얼 함수: 1

9.2.3 IT-컴퓨팅하기
a)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sub program
def fact(number):
if number==0 :
return 1
else:
return number*fact(number-1)
#main program
print(fact(3))[End code]
[fact.py]

b)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sub program
def fact(number):
if number==0 :
return 1
else:
return number*fact(number-1)
#main program
val=int(input(‘What number? ’))
print(fact(val))
파이썬 9.2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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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IT-계획하기
풀을 베러 갔네, 들판으로 베러 갔네,
한 사람과 그의 개, 왈! 들판으로 베러 갔네.
열 사람
아홉 사람
여덟 사람
일곱 사람
여섯 사람
다섯 사람
네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9.2.5 IT-컴퓨팅하기
스크래치 2.0에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스크래치 9.2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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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 2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2.2 IT-계획하기

패턴에서 변하는 부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

패턴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

해답: 209쪽

분과 변하지 않는 부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로그램의 일부가 되풀이된다는 점

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낼

9.2.6 IT-컴퓨팅하기

분을 짚어낼 수 있다.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

수 있어야 한다.

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
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1

정보 기술

필수 목표

9.2.4 IT-계획하기

노래를 ‘부르는’ 프로

(위 참조)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해답: 210쪽

그램이 필요로 하는

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주

필요로 하는 이미지/음악

이미지/음악 파일을

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

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한

만들 수 있다.

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다.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작
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
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
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2.1 IT-컴퓨팅하기

알고리즘을 해석할

(위 참조)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알고리즘을 해석할 수 있어

9.2.3 IT-컴퓨팅하기

수 있다.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야 한다.

9.2.5 IT-컴퓨팅하기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해답: 208~210쪽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

9.2.6 IT-컴퓨팅하기

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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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
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9.2.1 IT-컴퓨팅하기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9.2.3 IT-컴퓨팅하기

으로 변환할 수 있다.

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

변환할 수 있다.

9.2.5 IT-컴퓨팅하기

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

한다. 사후 검사 루프 즉 ‘...까지(until)’와

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

선택 구문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

else)’등)을 이용한다.

해답: 208~210쪽

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
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

계 및 개발한다.

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
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
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
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
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9.2.1 IT-컴퓨팅하기

반복적 프로그램을

(위 참조)

(위 참조)

반복적 프로그램을 만들

9.2.5 IT-컴퓨팅하기

만들 수 있다.

수 있기를 권장한다.

해답: 208~210쪽

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9.2.3 IT-컴퓨팅하기

재귀적 프로그램을

(위 참조)

(위 참조)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

해답: 210쪽

만들 수 있다.

수 있다

9.2.6 IT-컴퓨팅하기

프로그래밍 및 개발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사용
을 포함한 ‘사용자 지정 함수’의 필요성을 이
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수 있다. 부
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일차
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다. 구문상
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를 들
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서는 접근
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
사 루프(‘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패턴을 설계할 때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대한 해
법에 의존한다(재귀; Recursion). 어떤 문
제는 컴퓨팅적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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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황금 비율이 미술과 건축에 널리 퍼져 있다는 미신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황금 비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황금 비율은 성장 패턴에 나타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건축에서 황금 비율의 예로 언급되는 주요
건축물은 대개 황금 비율을 따른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 파이(Phi)는 수학, 과학,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지만 신비로운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패턴에 맞지 않는 많은 예가 있다. 회화 또는 회화 속의 이미지의 비율을
점검해 보면 파이와는 명백히 다른 비율이 확인된다.
이번 차시의 프로그래밍 과제에서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주어진 예시는 파이썬 버전 3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적당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또는 학습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오류를 제거하여 원형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이에 기초하여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숫자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해 간단한 수학적 프로시저를 따를 수 있다.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권장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자 지정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피보나치 수열, 시퀀스의 한계 찾기, 두 값의 비율 계산하기
미술: 미술과 건축에서의 비율
과학: 자연에서의 패턴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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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48~152쪽

핵심 용어
없음

파워포인트 9.3A 피보나치 수열
9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9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파워포인트 9.3B 자연에서의 황금 비율
파이썬 9.3A 9.3.2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파이썬 9.3B 9.3.6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파이썬 9.3C 9.3.7 IT-컴퓨팅하기의 예시 해답
파이썬 9.3D 9.3.8 IT-컴퓨팅하기의 단순한 예시 해답
파이썬 9.3E 9.3.8 IT-컴퓨팅하기의 더 복잡한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피보나치 수열 소개하기, 파워포인트 9.3A
피보나치 수열을 보여 주는 파워포인트 9.3A를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열에서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발문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토끼 무리 크기 문제와 피보나치 수열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9.3.1 IT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주요 활동 1: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9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9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 파워포인트
9.3B
학생들이 9.3.2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학생용 교재에 제공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한다.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 외에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9단원 파이썬
튜토리얼과 9단원 파이썬 튜토리얼 (해설)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9.3.3 IT-생각하기를 완성하여 황금 비율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황금 나선(Golden spiral)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앵무조개 껍데기와 같은
자연 현상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설명한다. 학생들이 9.3.4 IT-생각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파워포인트 9.3B에 몇 개의 예시가
있다.

주요 활동 2: 루카스 수열
학생들이 루카스 수열을 소개하는 9.3.5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하고, 그다음으로 9.3.6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빠르게 과제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9.3.7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총정리: 재귀적 패턴
피보나치 수열과 루카스 수열은 이전 값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재귀적 패턴임을 설명하여 이전 차시와 연계한다. 학생들이
9.3.8 IT-컴퓨팅하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숙제로 마무리하여 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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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황금 비율을 계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황금 비율의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루카스 수열을 더해 나가고 패턴과 피보나치 수열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서로 다른 시작점을 설정하고 비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사용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사용자가 출력할 숫자의 수와 숫자 비율의 출력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9.3.8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9단원 4차시

정답 및 풀이
9.3.1 IT-생각하기
8, 13, 21, 34, 55

9.3.2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a=1
b=1
c=2
print(a)
while c<=10:
print(b)
temp=a
a=b
b=b+temp
c=c+1
파이썬 9.3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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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IT-생각하기
a) 와 b)
1

1

2

3

5

8

13

21

34

55

1/1

2/1

3/2

5/3

8/5

13/8

21/13

34/21

55/34

1

2

1.5

1.666

1.6

1.625

1.615

1.618

1.617

89

144

233

377

610

987

1597

2584

4181

6765

89/55

144/89

233/144

377/233

610/377

987/610

1.618

1.617

1.618

1.618

1.618

1.618

1597/987 2584/1597 4181/2584 6765/4181
1.618

1.618

1.618

1.618

c)

▲ 학생들은 적은 횟수의 계산에도 결과가 거의 같고 그래프가 특정한 값 또는 1.618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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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IT-생각하기
a) 2, 1, 3, 4, 7, 11, 18, 29, 47, 76, 123, 199, 322, 521, 843, 1364, 2207, 3571, 5778, 9349
b) 1, 2, 3 이외에도 루카스 수열과 피보나치 수열의 첫 20개 숫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두 수열의 비율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9.3.6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a=int(input(‘First value’)
b=int(input(‘Second value’)
d=int(input(‘Number of terms’)
c=2
print(a)
while c<=d:
print(b)
temp=a
a=b
b=b+temp
c=c+1
파이썬 9.3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9.3.7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a=int(input(‘First value’)
b=int(input(‘Second value’)
d=int(input(‘Number of terms’)
c=2
print(a)
while c<=d:
print(b, b/a)
temp=a
a=b
b=b+temp
c=c+1
파이썬 9.3C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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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IT-컴퓨팅하기
파이썬 버전 3 상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def fib(n):
if n==0:
return 0
elif n==1:
return 1
else:
return fib(n-1) + fib(n-2)
fib(10)
파이썬 9.3D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부가 기능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def fib(n):
if n==0:
return 0
elif n==1:
return 1
else:
return fib(n-1) + fib(n-2)
vals=int(input(‘How many values’))
for I in range(1,vals+1):
print(fib(i))
파이썬 9.3E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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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
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3.1 IT-생각하기

숫자 시퀀스를 생성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반복(Iteration)은 루프와 같이 프로그램

숫자 시퀀스를 생성하기

9.3.2 IT-컴퓨팅하기

하기 위해 간단한 수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의 일부가 되풀이된다는 점을 알 수 있

위해 간단한 수학적 프

9.3.3 IT-생각하기

학적 프로시저를 따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

로시저를 따를 수 있어

해답: 215-216쪽

를 수 있다.

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

야 한다.

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9.3.2 IT-컴퓨팅하기

피보나치 수열을 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

9.3.8 IT-컴퓨팅하기

력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해답: 215, 218쪽

만들 수 있다.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있어야 한다.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

저와

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을 설계 및 개발한다.
알고리즘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
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패턴
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
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
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9.3.5 IT-생각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위 참조)

중첩 선택 구문을 사용한다. 매개 변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9.3.6 IT-컴퓨팅하기

래밍 언어에서 ‘사용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 지정 함수’의 필요

언어에서 ‘사용자 지정

9.3.7 IT-컴퓨팅하기

자 지정 함수’를 정의

성을 이해하며 작성한다. 프로시저와 함

함수’를 정의할 것을 권

9.3.8 IT-컴퓨팅하기

할 수 있다.

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장한다.

해답: 217~218쪽

수 있다. 부정 연산자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
한다. 일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및 조정한
다. 구문상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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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가능 목표

9.3.8 IT-컴퓨팅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해답: 218쪽

래밍 언어로 재귀적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패턴을 설계할 때 해당 문

언어로 재귀적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을 만들 수 있다.

있다.

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
에 대한 해법에 의존한다(재귀; Recursion). 어떤 문제는 컴퓨팅적 계산으
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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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알아두기
이번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재귀적 시퀀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권장 목표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 기능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양한 시퀀스를 출력하기 위해 일련의 재귀적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현실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패턴을 인지하고 묘사하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2의 153쪽
파워포인트 9.4
연습 문제 9.4 동료 평가
파이썬 9.4A 도전 과제: 구구단의 예시 해답
파이썬 9.4B 도전 과제: 제곱수의 예시 해답
파이썬 9.4C 도전 과제: 삼각수의 예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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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없음

강의 노트
시작하기: 도전 과제 소개하기, 파워포인트 9.4
학생용 교재를 통해 도전 과제를 설명하고, 과제에 포함된 각각의 단계를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파워포인트 9.4를 사용하여
삼각수와 제곱수와 관련된 수학 내용을 소개한다.

주요 활동 1: 재귀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록하기
학생들이 9.4.1 IT-컴퓨팅하기, 9.4.2 IT-컴퓨팅하기, 9.4.3 IT-컴퓨팅하기, 9.4.4 IT-컴퓨팅하기, 9.4.5 IT-컴퓨팅하기, 9.4.6 IT컴퓨팅하기를 완성하게 한다.

총정리: 동료 평가, 연습 문제 9.4
학생들이 연습 문제 9.4를 이용하여 짝꿍의 코딩을 보고 평가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자연어로 개괄적인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퀀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일부 추가하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 이상의 시퀀스를 위한 재귀적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보여 주고 개발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일부
제시할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각각의 시퀀스에 재귀를 사용하여 모든 시퀀스를 코딩할 수 있을 것이며, 메뉴 옵션이 포함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학생들은 코드를 완전히 설명하고 증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테스트와
디버깅 전체를 묘사할 것이다.

숙제
학생들은 총정리 시간에 짝꿍에게 받은 평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9.4.6 IT-컴퓨팅하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한다.

다음 권장 진도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③』 1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이 도전 과제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접근이 가능하다. 파이썬 버전 3으로 작성된 아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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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recursive times table
def timestable(x, y):
if x!=0:
timestable(x-1,y)
print(x,“times”,y,“is”,y*x)
entry=int(input(“Which times table would you like?”))
timestable(12,entry)
파이썬 9.4A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제곱수
#recursive square numbers
def square(n):
if n==1:
print(1)
return 1
else:
square(n-1)
print(n*n)
entry=int(input(“How many terms would you like?”))
square(entry))
파이썬 9.4B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삼각수
#recursive triangle numbers
def triangle(n):
if n==1:
print(1)
return 1
else:
n=n+triangle(n-1)
print(n)
return n
entry=int(input(“How many terms would you like?”))
square(entry)
파이썬 9.4C가 미완성 버전으로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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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 4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9.4.1 IT-컴퓨팅하기

재귀적 시퀀스를 출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현실

재귀 패턴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재귀적 시퀀스를 출력하는

9.4.2 IT-컴퓨팅하기

력하는 프로그램을

세계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알고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같은 패턴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

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야

설계할 수 있다.

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

한다.

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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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목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컴퓨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

래밍 언어로 프로그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으로)를 이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

어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래밍할 수 있다.

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

야 한다.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

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저와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을 설계 및 개발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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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목표

(위 참조)

변수 범위의 효과를 인지한다. 예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제

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

시할 것을 권장한다.

9.4.3 IT-컴퓨팅하기

9.4.5 IT-컴퓨팅하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

프로그램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
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
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루프
(‘While’)와 사후 검사 루프(‘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
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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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

9.4.4 IT-컴퓨팅하기

프로그램을 테스트하
고 디버깅할 수 있다.

버깅할 것을 권장한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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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1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9.4.6 IT-컴퓨팅하기

프로그램의 설계, 구

(위 참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 기

9.4.6 IT-컴퓨팅하기

현, 기능을 설명하는

수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능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

성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택, 결합 및 사용한다. 특정 사용자
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
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
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
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
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
정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9.4.1 IT-컴퓨팅하기

다양한 시퀀스를 출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시퀀스를 출력하기

9.4.2 IT-컴퓨팅하기

력하기 위해 일련의

위해 일련의 재귀적 프로그

9.4.3 IT-컴퓨팅하기

재귀적 프로그램을

램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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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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