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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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실제 컴퓨터가 없이 다른 교과목과 연계 학습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
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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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에서 여러 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학생들이 도시를 걸어 다니며 연결점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교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도시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 없이는 학생들에게 여행 가이드 역할을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재가 바로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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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은 몇 번씩 반복해서 익히게 되고, 이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머리에 새겨두게 됩니다. 각 학습 목표는 국가 교
육과정(영국)의 프로그래밍 영역에 맞추어져 있어 균형 잡힌 교과과정임이 확실히 보장되고, 동시에 진도표와도 연계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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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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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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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사고 토의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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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
(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IT-계획하기 3.2.1

그래픽 프로그래밍

KS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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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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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
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
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1,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3.2.2

글로 된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이 무엇이며, 알고리즘이 디지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간

글로 된 알고리즘이

해답: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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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래밍 언어로 변환되는

할 수 있다.

분명한 명령어에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한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지 이해해야 한다.

인식한다.

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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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및 개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작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구

성 및 디버깅한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

문과 반복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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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계획하기 3.2.1

그래픽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선택, 반복을 사용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소

IT-컴퓨팅하기 3.2.2

언어로 도형 작성 알고

다. 변수 및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지고

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답: 57쪽

리즘을 그릴 수 있다.

작업한다.

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검사 반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

복문 즉 ‘...까지(until)’와 선택 구

성하는지 파악할 것을

KS3, 글머리 기호 3

문 (‘만약 … 아니면 …(if, then and

권장한다.

(위 참조)

else)’등)을 이용한다.

▲평가 표 예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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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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과 선택 구문(if)을 사용하
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
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
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반복문을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
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류를 발견하고 수
정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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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하
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변수를 지정한다. 사후 반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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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에서 변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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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과 같이 프로그램 일부가 되
풀이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
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
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
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
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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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귀적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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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
다. 사전 검사 반복문(‘while’)과 사후 검사 반복문(
‘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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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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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용하여 재사용
성이 보장된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
한다. 반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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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
하는 것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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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
그래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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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인
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다목적 컴퓨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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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
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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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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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한다. 인출-실행 주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
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
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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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실행 사이클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하는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
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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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
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
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
절히 교정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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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의 다중 처리 능력(멀티태스
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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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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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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과 선택 구문(if)을 사용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알고리즘에서 오
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디버깅 등).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자, ‘만약' 구문과 반복문을 이용한다. 프로그
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간단한 구문 오
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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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 즉 ‘until’과 선택 구문(‘만약 … 아
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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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에서 변수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모
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작성 및 디버깅한다. 프로시저가 부분 해답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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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문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패턴 인식).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
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
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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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
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
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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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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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서는 접근
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반복문(‘while’)과 사후 검사 반복문(‘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
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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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저급 명령어와 관
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는 점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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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표
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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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표
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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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1

11

2018-01-26 오전 8:25:53

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용하여 재사용성이 보

은 예시 상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

장된 중첩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다. 반복문 계

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 사이의 차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

이점을 알고 있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할

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라도 동일한 작업이라면 그 성능의

수 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정보 기술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동일한 비트 패턴을 어떻게 이용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하는지 이해한다. 이진수 더하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

가 파일 크기에 주는 영향을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

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

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을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
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1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이진수 형태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종류 있다는 것을 안다.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십진수를 이진수와 ASCII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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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목표
사용되고 있는 이진 표현 방식의 여러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십진수를 이진수 및 ASCII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든다.

성취 가능 목표
여러 문자 코딩 방식 간의 차이점과 용도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이진수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는, 그리고 그 반대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를 고안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
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되고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6~9쪽

핵심 용어
Data representation(데이터 표현)

파워포인트 1.1A: VLOOKUP
엑셀 1.1A: IT-컴퓨팅하기 1.1.7의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이진법 복습하기
학생들이 이진수 변환에 대해 미리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IT-생각하기 1.1.1, IT-생각하기 1.1.2, IT-생각하기 1.1.3 및 IT-생
각하기 1.1.4를 풀게 한다. 데이터가 처리되려면 항상 이진수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단원에서 배우는 문자 코딩 시스템에서 비트열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활동 1: ASCII, 파워포인트 1.1A
학생들과 함께 텍스트, 사운드, 그래픽, 영상 등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이런 데이터
가 모두 이진수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ASCII를 소개하고 IT-생각하기 1.1.5를 진행한다. 문제에 대답하기까지 시간을 몇 분 준다. 로마자 알
파벳이 총 26글자라면 5비트 코드만 필요하다. 그러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야 하고, 구두점이나 기타 문자도 표현해야
한다. 중국어처럼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인 경우 문자가 수천 개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훨씬 긴 비
트열이 필요하다.

1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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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획하기 1.1.6을 진행한다.
IT-컴퓨팅하기 1.1.7을 진행한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색인(lookup) 함수를 사용해 십진수인 어떤 값을 이진수로 바꾸고, 다시

ASCII로 변환한다. 학생들이 여러 함수를 찾아보고 사용해 봐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VLOOKUP을 사용해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파워포인트 1.1A의 VLOOKU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사용해도 좋다.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후에 코드 풀기 작업을 할 때도 색인 함수가 필요하다.

주요 활동 2: 다른 문자 코딩 시스템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보도 코드(Baudot code), 엡시딕(EBCDIC), 유니코드(UNICODE) 등 다른 코딩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시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IT-생각하기 1.1.8을 작성하게 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숙제
로 내 줘도 된다.

총정리: 코딩 방식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뭘까?
다양한 문자를 표현할 때 왜 유니코드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본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여러 문자, 윙딩
(Wingding) 폰트 같은 출력 장치, 수식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 유니코드가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 배운 것 외에도 다른 시스템
도 여러 가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숙제로 이에 대해 찾아보고, 시간표에 따라 배열한 다음 해당 시스템이 왜 사용되었는
지, 또는 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시작하기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값을 여러 개 변환할 수 있고 기본 알파벳 표현에 코드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의 값을 변환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코드, 즉 비트가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IT-계획하기 1.1.6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숫자를 ASCII 코드에 맞도록

변환하는 기본적인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ASCII를 십진수, 다시 이진수로 변환하는 스프레드
시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이진 코드를 해당하는 ASCII 코드로 변환하고 어느 시스템이든 사용하여 다시 이
진 코드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니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시스템의

장점을 최소한 한 가지 알아내고 왜 그 시스템이 쓰이는지 설명하려 할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사용되
는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IT-생각하기 1.1.9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1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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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1.1.1
a) 00000001 = 1
b) 01101100 = 108
c) 11001100 = 204
d) 10001001 = 137
e) 11111110 = 254
IT-생각하기 1.1.2
a) 8 = 1000
b) 33 = 100001
c) 130 = 10000010
d) 200 = 11001000
e) 255 = 11111111
IT-생각하기 1.1.3
256개

IT-생각하기 1.1.4
65,536개

IT-생각하기1.1.5
a) 7비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128개이다.
b) 표준 키보드의 문자 개수는 컴퓨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키보드에 키가 105개 있다. 각 키는 대부분 기능이 한 가지 이
상 있다. 예를 들면 SHIFT나 ALT 키를 사용하면 다른 기능이 된다.

c) 이론적으로는 충분하다. 로마자 알파벳은 26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와 같이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문자
조합이 훨씬 다양하다. 글자가 수만 개 존재할 수도 있다.

IT-계획하기 1.1.6
메시지는 SENDHELP가 된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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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1.1.7
엑셀 1.1A에서 예시 해답을 볼 수 있다.

IT-생각하기 1.1.8
a) 유니코드는 1987년경 발명되었다.
b) 문자 개수가 많은 국가를 고려해서 더 많은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발명되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스템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등장했다.

c) ASCII보다 유니코드가 좋은 점은 나타낼 수 있는 문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유니코드는 국제적 기준이 되었으며, 이에 따
라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검색 엔진 및 인터넷 전반에서
모두 작동하기 때문이다.

d) 유니코드는 이진수를 텍스트로 바꾸는 표준 방식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두 인코딩할 수 있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국제적이기 때문이다.

e) 유니코드에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것은 16비트 코드이다. 65,536개의 문자가 각각 고유한 이진 코드로 인
코딩되어 있다.

IT-생각하기 1.1.9
1870년 보도 코드(Baudot code): 회선 하나로 6명이 통신할 수 있는 다중화 방식의 전송 체계로 5비트 코드이다. 키가 5개
있는 피아노 스타일의 자판을 사용했다.
1963년 아스키(ASCII): 미국정보교환표준부호 7비트 코드로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는문자 인코딩이다. 주요 철자와 기본적인
구두점 및 기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1964년 엡시딕(EBCDIC): 확장 이진화 십진법 교환 부호. 천공 카드에서 사용하던 코드와 6비트 이진화 십진법 부호에서 유
래되었다. 기본적인 ASCII 코드를 확장하고 더 많은 문자열을 포함했다.
1976년 텔레텍스트(Teletext):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로 영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뉴스 및 날씨, 편성
표 등 여러 문자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며 자막 정보도 이 신호를 통해서 전송된다.
1987년 ISO 8859: 8비트 그래픽 코드로서 ASCII 코드 로마 문자를 쓰는 다른 언어에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도형 문자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
1987년 유니코드(UNICODE): ASCII가 서브셋으로 포함된 16비트 문자 셋이다. 매우 넓은 범위의 문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되며 현재 업계 표준이다.
1990년 ANSI: 윈도 3.x 및 윈도 95에서 사용된 217글자 세트이다.
1990년 코드 페이지(Code Pages): EBCDIC에 기반을 둔 16비트 문자 세트이다. EBCDIC이 지원하는 문자의 범위를 확장하려
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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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고용 문구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1.1.5

이진수 형태로 텍스트를 표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

이진수 형태로 텍스트를 표

IT-계획하기 1.1.6

현하는 시스템이 여러 종류

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

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

현하는 시스템이 여러 종류

해답: 15쪽

있다는 것을 안다.

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진수 더

있다는 것을 안다.

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하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

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해

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 파

제어되는지 안다.

일 크기에의 영향을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1.1.7 a

십진수를 이진수 및 ASCII

(위 참조)

(위 참조)

십진수를 이진수 및 ASCII

해답: 엑셀 1.1A

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

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

를 사용한다.

를 사용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1.1.8

사용되고 있는 이진수 시스

(위 참조)

(위 참조)

사용되고 있는 이진수 시스

IT-생각하기 1.1.9

템 여러 종류에 대해 이해

템 여러 종류에 대해 이해

해답: 16쪽

한다.

IT-컴퓨팅하기 1.1.7b

십진수를 이진수 및 ASCII

해답: 엑셀 1.1A

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

하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권장 목표
십진수를 이진수 및 ASCII
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

를 만든다.

를 만들도록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성취 가능 목표
여러 문자 코딩 시스템 간

IT-생각하기 1.1.8

여러 문자 코딩 시스템 간

IT-생각하기 1.1.9

의 차이점과 용도에 관해

의 차이점과 용도에 관해

해답: 16쪽

설명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1.1.7b

이진수를 다양한 형태로 변

해답: 엑셀 1.1A

환하는, 그리고 그 반대로

설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성취 가능 목표
이진수를 다양한 형태로 변
환하는, 그리고 그 반대로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를

변환하는 스프레드시트를

고안한다.

고안할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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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암호화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암호를 사용해 데이터를 암호화 및 해독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역사 속에서 사용된 다양한 암호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암호문을 해독할 때 키가 없으면 평문으로 변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성취 가능 목표
역사 속 주요 암호 몇 가지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다.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접촉, 행위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0~13쪽

핵심 용어
Cypher(암호)

파워포인트 1.2A: 시대별 암호화 이미지
워크시트 1.2A: 시대별 유명 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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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암호화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
학급 전체와 다음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의 생각을 칠판에 기록한다. ‘사람들이 컴퓨터에 두는 것 중 비밀로 하고
싶은 정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IT-생각하기 1.2.1의 내용) 다음으로 학생용 교재를 보며 암호화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본다.

주요 활동 : 암호화의 역사, 파워포인트 1.2A, 워크시트 1.2A
학생용 교재와 파워포인트 1.2A를 통해 역사 속의 암호화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소규모 조별로 IT-생각하기 1.2.2
를 진행한다.
워크시트 1.2A에는 역사 속에서 쓰인 암호가 목록화되어 있는데, 작업을 나누려면 조원 각자에게 다른 암호를 할당해서 진행

할 수도 있다. 또는 만약 본 차시의 내용을 확장하여 조별로 발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싶다면, 각 조에 다른 암호를 할당
하고 조별 발표하게 한 다음, 발표한 암호 여러 종류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언급된 암호 중
에는 학생용 교재에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암호는 심화 단계로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다른
암호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
학생용 교재의 에니그마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 발표에서 어느 정도의 자세함을 요구하는지 미리 예시로 알아볼 수
도 있다. 다음 5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 에니그마의 작동 방식과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봐도 좋다. www.bbc.
co.uk/history/topics/enigma#p00chmy6

총정리: 여러 암호 간의 공통점 이야기하기
한 개 혹은 두 개 조에게 발표를 시킨 뒤 지금까지 알아본 암호 간의 공통점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사를 하고 암호 방식 중 하나에 기반을 둔 기본적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

은 암호 여러 종류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찾아내고 맥락에 맞는 암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수업 중
언급되는 암호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총정리 토론 시간에 학생들이 앞서 한 발표 내용을 보충 및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다.

다음 권장 진도
1단원 3차시

2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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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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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보 기술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1.2.2

암호화가 허가받지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책임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암호화가 허가받지 않은 사

워크시트 1.2A

않은 사용자들로부터

감 있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안

데이터를 안전하게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라

보관하는 방법이라는

보호하는 방법을 인지한다. 부적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

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점을 이해한다.

절한 콘텐츠, 또는 접촉, 행위를

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안다.

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
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
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한다.

KS3, 글머리 기호 10

정보 기술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1.2.2

암호를 사용해 데이터

(위 참조)

(위 참조)

암호를 사용해 데이터를 암

워크시트 1.2A

를 암호화 및 해독한

호화 및 해독한다는 점을 이

다는 점을 이해한다.

해하여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10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1.2.2

역사 속에서 사용된

(위 참조)

(위 참조)

역사 속에서 사용된 다양한

워크시트 1.2A

다양한 암호의 공통

암호의 공통점을 파악하도

점을 파악한다.

록 권장한다.
권장 목표
암호문을 해독할 때 키가 없
으면 평문으로 변환할 수 없
다는 것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0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1.2.2

역사 속 주요 암호 몇

(위 참조)

(위 참조)

역사 속 주요 암호 몇 가지

워크시트 1.2A

가지에 숨겨진 수학

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를 설

적 원리를 설명한다.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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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하는 간단한 암호를 사용한다.

권장 목표
치환 및 전치 방식을 통해 더 복잡한 암호를 고안한다.

성취 가능 목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러 종류의 암호를 고안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수 더하기를 수행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모듈러 2 연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4~19쪽
엑셀 1.3A: 간단한 암호

핵심 용어
Encryption(암호화)
Decryption(해독)

3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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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강의 노트
시작하기: 해결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IT-컴퓨팅하기 1.3.1을 해결하게 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암호는 글자를 한 칸씩 이동한 것으로, A=B, B=C 식이다.
IT-컴퓨팅하기 1.3.1b에 있는 두 번째 메시지에는 알파벳 ‘e’가 많으므로 패턴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활동 1: 시작하기에 사용된 암호의 작동 방식, 엑셀 1.3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평문은 암호화 과정을 통해 암호문이 되며, 코드를 해독하려면 암호 작성 방식(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IT-컴퓨팅하기 1.3.2를 진행하게 한다. 엑셀 1.3A를 통해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본 차시 및 다음 차
시를 거치며 스프레드시트 및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학생들이 스스로 암호를 만들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
한다.

주요 활동 2: 주요 데이터 암호화 방식
본 차시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학생용 교재에 설명된 데이터 암호화의 여러 방식에 대해 읽고 이 방식을 사용해 각자 암호
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종이에 직접 써서 암호화하고 다른 학생들의 암호를 해독하게 한다. 학생들
모두와 함께 여러 종류의 암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IT-계획하기 1.3.3에서 IT-계획하기 1.3.7까지 진행한다. 또는 암호를 종
류별로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라 관련 활동을 하나씩 해결할 수도 있다.

총정리: 코드 공유하기
학생들에게 각 암호의 예시를 하나씩 고르도록 한 후 각 암호를 만든 사람과 작동 방식에 대해 나머지 학생들에게 설명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텍스트를 암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스프레드시트

에서 암호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스프레드시트에서의 암호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메시지 몇 개를 암호화 및 해독할 수 있을 것이며, 복호 및 간단한 치환 암호를 만들고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전치 암호를 사용해 다양한 암호를 암호화 및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모
듈러 2 같은 더 복잡한 암호를 사용해 다양한 암호를 암호화 및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본 수업에는 숙제가 없다.

다음 권장 진도
1단원 4차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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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1.3.1
a) This is a simple cypher. (이것은 간단한 암호이다.)
b) The cheese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치즈가 있다.)
이 암호는 간단한 한 글자 이동 암호이다.

IT-컴퓨팅하기 1.3.2
이 암호는 알파벳 순서에서 한 글자 이동하는 암호이다.

3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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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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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1.3.1

평문을 암호문으로,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

IT-컴퓨팅하기 1.3.2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

문을 평문으로 변환하는

해답: 23쪽

환하는 간단한 암호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

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간단한 암호를 사용하여야

IT-계획하기 1.3.3

사용한다.

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

한다.

IT-계획하기 1.3.4

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
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1.3.5

치환 및 전치 방식을

(위 참조)

(위 참조)

치환 및 전치 방식을 통해

IT-계획하기 1.3.6

통해 더 복잡한 암호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더 복잡한 암호를 고안하

를 고안한다.

기를 권장한다.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
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
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
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
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1.3.1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러

IT-컴퓨팅하기 1.3.2

러 종류의 암호를 고안

종류의 암호를 고안할 수

해답: 23쪽

한다.

있다.

IT-계획하기 1.3.3

KS3, 글머리 기호 7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
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
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
단한 이진수 더하기를 수행
한다.

정보 기술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범
위가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
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

IT-계획하기 1.3.4
IT-계획하기1.3.5
IT-계획하기 1.3.6
IT-계획하기 1.3.7

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
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
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
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 및 해명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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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알아두기
교사는 다음 스프레드시트 함수의 사용법을 알아 두어야 한다.
BIN2DEC, DEC2BIN, CHAR, MOD, IF, VLOOKUP, RANDBETWEEN (엑셀)
대부분의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지원하지만, 본 차시의 해답은 엑셀로 제공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간단한 치환 암호를 사용할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다.

권장 목표
치환 암호 및 전치 암호를 사용할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다.

성취 가능 목표
복잡한 암호를 사용할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모듈러 2 연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20~23쪽

핵심 용어
없음

엑셀 1.4A: DEC2BIN, BIN2DEC, CHAR
엑셀 1.3A: VLOOKUP
엑셀 1.4B: IF
엑셀 1.4C: MOD
엑셀 1.4D: 복호
엑셀 1.4E: 치환 암호
엑셀 1.4F: 전치 암호
파워포인트 1.4A: 연결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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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강의 노트
시작하기: 어디까지 했었지?
학생들이 두 명씩 조를 짜고, 지난 차시의 코드를 짝에게 설명하도록 2분의 시간을 준다. 짝은 설명을 듣고 코드를 이해할 때
까지 필요한 질문을 한다. 그 다음 서로 역할을 바꾸어 다시 2분간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1: 데이터 암호화 및 해독에 스프레드시트 이용하기, 엑셀 1.4A, 엑셀 1.3A, 엑셀 1.4B, 엑셀
1.4C
본 차시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 먼저, 학생용 교재에 설명된 스프레드시트 함수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적절
한 시점에 IT-생각하기 1.4.1을 진행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제공된 엑셀 파일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엑셀 파일의 기능을 보
여 준다. 하지만 작업 방식을 알려 줘서는 안 된다. IT-컴퓨팅하기 1.4.2를 진행한다. 아니면, IT-컴퓨팅하기 1.4.2를 완성한 다
음 학생용 교재와 엑셀 파일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함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수도
있다.
엑셀 1.4A, 엑셀 1.3A, 엑셀 1.3B 및 엑셀 1.3C에서 학생용 교재에 설명된 각 함수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다.

총정리: 스프레드시트 작업 이해하기
학생들이 만든 스프레드시트 중 일부를 다같이 보고 작동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거나, 학생들 각자에게 스프레드시트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스프레드시트 함수 여러 가지를 사용해 간단한 암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더 복잡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암호화 및 해독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복잡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암호화 및 해독하는 정교한 스프
레드시트를 만들 것이다.

숙제
총정리 토론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 IT-컴퓨팅하기 1.4.2 혹은 더 복잡한 암호화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1단원 5차시

26

Unit 1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26

2018-01-26 오전 8:26:03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1.4.1
중첩 구문은 어떤 구문이 다른 구문 안에 포함된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다.
셀 B3의 값이 100보다 작으면 셀 B4에 글자 ‘A’를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값이 101 이상이고 200보다 작으면 셀 B4에 글자 ‘B’를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값이 201 이상이고 300보다 작으면 셀 B4에 글자 ‘C’를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값이 301 이상이고 400보다 작으면 셀 B4에 글자 ‘D’를 넣으세요.
위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셀 B4에 글자 ‘E’를 넣으세요.

IF value less than 100
ElseIF value <200 THEN
ElseIF value <300 THEN
ElseIF value <400 THEN
ELSE "E"

THEN
"B"
"C"
"D"

"A"

IT-컴퓨팅하기 1.4.2
여기 제공된 스프레드시트가 네 개 있는데, 각 암호화 유형에 해당하는 기본 모델이 제공되어 있다.

엑셀 1.4D: 복호: 평문이 있는 셀을 간단히 역순으로 배열해 아래에 있는 암호문을 만든다. 메시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을 때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엑셀 1.4E: 치환 암호: 여기에서는 알파벳 맨 앞에 ‘MODE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사용되지 않은 철자는 모두 그
다음에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 시트 2를 가리키는 VLOOKUP 함수를 통해 이를 처리한다. 표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될
필요가 없도록, 메시지를 해독할 때 ‘FALSE’ 구문이 사용된다.

엑셀 1.4C: 모듈러 2 암호: 학생용 교재 3차시에 언급된 로렌츠 표를 사용해 철자를 이진 코드로 전환하면서, 문자를 한
번에 하나씩 암호화한다. 이진 코드는 비트별로 입력해야 하고, 2로 나누기 위해서는 MOD 함수를 사용해 결합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 나오는 이진 코드를 셀에 입력해 암호화된 새로운 문자를 찾아낸다. 문자를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데는
VLOOKUP이 사용된다.

엑셀 1.4F: 전치 암호: 그리드를 사용하고, &를 사용해 값을 적절한 순서대로 더한다. 텍스트를 연결해서 메시지를 만든
다. 학생들에게 연결(concatenation)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파워포인트 1.4A를 보여 준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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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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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1.4.2

간단한 치환 암호를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

간단한 치환 암호를 사용할

해답: 27쪽

사용할 스프레드시트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여야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

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한다.

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

를 작성한다.

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일반
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
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
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1.4.2

치환 암호 및 전치 암

(위 참조)

(위 참조)

치환 암호 및 전치 암호를 사

해답: 27쪽

호를 사용할 스프레드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용할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

시트를 작성한다.

기를 권장한다.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
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
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
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
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1.4.2

복잡한 암호를 사용할

(위 참조)

(위 참조)

복잡한 암호를 사용할 스프

해답: 27쪽

스프레드시트를 작성

KS3, 글머리 기호 7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레드시트를 작성할 수 있다.

한다.

(위 참조)

한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수 더하기를 수
행한다.

28

Unit 1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28

2018-01-26 오전 8:26:03

5·6차시

학생용 교재의 섹션 1.5를 배우기 위해서는 두 차시가 필요하다.

알아두기
5차시 및 6차시에서는 학생들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의 예시는 파이선 버전
3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
기본적인 프로시저, 변수, 연산자, 식(expression), 정수, 실수(분수 또는 이진수: 파이선에서는 부동 소수점(floating
point)의 약자인 float로 표시한다), 불 연산 및 대입문(assignment statement)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 및 관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미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과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새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자열 조작(string manipulation), 내장 및 사용자 정의
함수, 인자(parameter) 사용, 문자열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공백 문자열(blank string) 사용, ‘while’ 조건문 사용, ‘if else’
구문 사용 및 색인 사용.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간단한 암호를 만든다.

권장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암호를 만든다.

성취 가능 목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복잡한 암호를 만든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그중 하나는 텍스트 기반인 것)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식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회로 및 프로그래밍에서 불 연산자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불 연산, 이진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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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24~27쪽

Concatenate(연결)

파워포인트 1.5A: 이 코드를 풀어 보세요.

Function(함수)

워크시트 1.5A: 이 코드를 풀어 보세요.

Parameter(인자)

파이선 1.5A: 복호

Local variable(지역 변수)

파이선 1.5B: 치환 암호
파이선 1.5C: 전치 암호
파이선 1.5D: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 전치 암호

강의 노트
시작하기: 이 코드를 풀어 보세요, 파워포인트 1.5A, 워크시트 1.5A
파워포인트 1.5A를 보여 주며 본 차시를 시작하고, 두 소수(素數)에 따른 이동에 기반을 둔 간단한 코드를 풀어 보게 한다. 이

것은 흔한 암호화 기술이다. 워크시트 1.5A를 통해 학생들이 알파벳을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활동 : 도전 과제 해결하기, 파이선 1.5A, 파이선 1.5B, 파이선 1.5C, 파이선 1.5D
본 활동의 주요 초점은 학생들이 IT-컴퓨팅하기 1.5.1을 진행하고 암호를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려는 시간을 주려
는 것이다.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줄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할 수도 있다.
본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학생들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최소한 두 차시는 소요될 것이며,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있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만약 스프레드시트 작업(4차시)의 수준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면 본 단원의
4, 5, 6차시 대신 이미 프로그래밍된 응용 프로그램(솔루션) 위주로 작업해도 좋다.
학생들이 도전 과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새 프로그래밍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 학생용 교재에 설명되어 있다. 파이선 1.5A,
파이선 1.5B, 파이선 1.5C 및 파이선 1.5D에 각 암호의 기본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도출하는 결과도 이와 비

슷할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기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심화 과정으로는 http://inventwithpython.com/hacking이 도움이 될
것이다.

총정리: 코드 풀기
학생들이 만든 스프레드시트 중 일부를 다같이 보고 작동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거나, 학생들 각자에게 스프레드시트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본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답을 도출해 내겠지만, 복호를 만들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환경에만 머무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간단한 암호(보통은 치환 암호)를 만들어 낼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 전치 암호를 작성하고, 개별 비트열에 모듈러 2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숙제

다음 권장 진도

학생들이 동료들에게 받은 테스트 피드백을 통해

2단원 1차시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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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1.5.1
파이선 버전 3으로 작성한 예시이다.

복호화:
# 복호화 샘플 코드
plainText = input ('Enter message: ')
cypherText = ''
n = len(plainText) - 1
while n >=0:
cypherText = cypherText + plainText[n]
n=n-1
print(cypherText)

파이선 1.5A가 동작 코드이다.

치환 암호:

# 치환 암호 샘플 코드

plainText = input('Enter message: ')
key = 10
ALPHABET = 'ABCDEFGHIJKLMNOPQRSTUVWXYZ'
cypherText = ''
plainText = plainText.upper()
for letter in plainText:
if letter in ALPHABET:
num = ALPHABET.find(letter)
num = num + key
if num >= len(ALPHABET):
num = num - len(ALPHABET)
elif num < 0:
num = num + len(ALPHABET)
cypherText = cypherText + ALPHABET[num]
else:
cypherText = cypherText + letter
print(cypherText)

파이선 1.5B가 동작 코드이다.

5·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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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코드 풀기: 이진수, 암호, 암호화

전치 암호:

# 목장 울타리 방식을 이용한 전치 암호 샘플 코드

cypher using two rails

plainText = input('Enter message: ')
plainText = plainText.upper()
cypherText = ''
rail1 = ''
rail2 = ''

for i in range(len(plainText)):
if i%2 == 0:

rail1 += plainText[i]

elif i%2 == 1:

rail2 += plainText[i]

cypherText = rail1 + rail2
print(cypherText)

파이선 1.5C가 동작 코드이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 전치 암호:

#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 전치 암호 샘플 코드

def railCypher(plainText):

plainText = plainText.upper()
cypherText = ''
rail1 = ''
rail2 = ''

for i in range(len(plainText)):
if i%2 == 0:

rail1 += plainText[i]

elif i%2 == 1:

rail2 += plainText[i]

cypherText = rail1 + rail2
print(cypherText)
return cypherText

railCypher(input('Enter message: '))

파이선 1.5D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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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5·6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간단한 암호를 만든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1.5.1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은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간단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

해답: 31~32쪽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

행동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

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를 설계, 사용 및 평가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
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
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1.5.1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

해답: 31~32쪽

밍 언어를 이용해 암호

KS3, 글머리 기호 3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
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
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
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어를 이용해 암호를 만들기

를 만든다.

를 권장한다.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
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
단한 압축 방법을 안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서브 루틴(sub-routine)을 최대한 사
용하여 재사용성이 보장된 중첩 모듈
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작성한다. 반복
문 계수기를 사용하는 ‘While’ 반복문
과 ‘For’ 반복문 사이의 차이점을 안다.
이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며 사용
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1.5.1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해답: 31~32쪽

밍 언어를 이용해 복잡

KS3, 글머리 기호 3
(위 참조)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언어를 이용해 복잡한 암

한 암호를 만든다.

호를 만든다.

KS3, 글머리 기호 7
이진수를 이해하고 사용한
다. 이를 통해 이진수와 십진

프로그래밍 및 개발

수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위 참조)

이진수 더하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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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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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술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하고 변경할때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어떻게 숫자와 이미지를

여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

표현하는지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

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고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해답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

하는지 이해한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

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

한 연산을 수행한다. 파일 크기에 주는 영향을 포함하여 해상

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

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
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로그
램에서 값의 데이터 유형이 다양한 언어에서 어떻게, 왜 지정
이 되는지 이해한다.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의 표에 데
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1차시

알아두기
주요 활동 2에서는 ‘샘플링’이란 개념을 소개하는데, 압력파, 즉 소리를 읽은 뒤 숫자값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보통 CD 음질

수준의 오디오에서는 1초당 44,100개 또는 48,000개의 샘플(표본)을 사용한다.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인 오다시티(Audacity)
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각 샘플을 개별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audacity.sourceforge.net). 샘플링의 빈도수 조절이 소리
파일의 크기와 음질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인데, 20메가 픽셀 크기의 사진이 0.3메가 픽셀 크기의 사진보다 훨씬 더 정확하
게 사물을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후의 차시에서 학생들이 이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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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필수 목표
압축되지 않은 파일 크기에 관해 이해한다.
파일이 크면 다운로드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소리 파일이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다양한 매체 형식을 알고 각 형식의 일반적인 파일 크기에 관해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이해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 및 제어되는지 이해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산술 및 수리 능력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28~31쪽
인터랙티브 2.1A: 파일 크기
워크시트 2.1A: 파일 크기 계산하기(핵심)
워크시트 2.1B: 파일 크기 계산하기(보충)
워크시트 2.1C: 대역폭 측정하기
오디오 파일 2.1A: Pamgaea, Kevin MacLeod
오디오 파일 2.1B: 낮은 음높이
오디오 파일 2.1C: 높은 음높이
오디오 파일 2.1D: 매우 높은 음높이
워크시트 2.1D: 내 MP3 파일의 크기는?

핵심 용어
Bandwitch(대역폭)
Waveform(파형)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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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파일 크기, 인터랙티브 2.1A
차시를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IT-생각하기 2.1.1을 진행하게 한다. 인터랙티브 2.1A로 보충 및 확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목록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면서 파일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주요 활동 1: 오디오를 스트리밍 재생할 수 있나요?, 워크시트 2.1A, 워크시트 2.1B, 워크시트 2.1C
본 단원의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 한 음반 기획사에서, 사용자들이 4G(LTE)를 사용하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스트리
밍하여 재생하는 독립음악상점을 여는 과제이다.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 음질은 낮추지 않으면서 파일 크기는 줄일 수 있다.
학생들이 스트리밍(노래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재생하고, 그 후엔 받은 데이터를 버리는 행동)과 다운로드(나중의
재생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노래 전체를 다운로드받는 것)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스포티파이(Spotify)는 음악 스트
리밍 회사다.
학생들이 IT-생각하기 2.1.2를 해결하게 한다. 워크시트 2.1A, 워크시트 2.1B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후자는 어려움
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용도이다.
학생들이 IT-생각하기 2.1.3, IT-생각하기 2.1.4를 해결하게 한다. 워크시트 2.1C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그다음 학생들 모두와
함께 IT-생각하기 2.1.5를 주제로 토론한다.

주요 활동 2: 디지털 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오디오 파일 2.1A, 오디오 파일 2.1B, 오디오 파일 2.1C, 오
디오 파일 2.1D
소리 저장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먼저 원형 그대로의 소리 파일을 가지고 작업해 봐야 한다. 바로 IT-컴퓨팅하기
2.1.6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시간이 충분한지, 장비나 학생들의 학습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

를 직접 녹음하게 하거나 오디오 파일 2.1A, 2.1B, 2.1C, 2.1D를 사용하도록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각 데이터 포인
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그래프 형태로 소리 파일을 표시할 수 있고
소리가 변경되면 그래프도 따라 변경된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확장 활동으로, 소리 파일 내에서 음높이가 특히 높거나 낮은 부분, 음량이 크거나 작은 부분을 찾아내거나 그러한 부분을 녹
음하도록 할 수 있다. 그다음 다양한 파형과 각 부분의 소리가 어떤지 보여 주는 문서(보고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웹
페이지 등)를 작성하게 한다.

총정리: 퇴장권
학생들이 ‘퇴장권’을 만들게 한다. 본 차시에서 배운 것을 하나 적거나, 오디오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
도록 하고, 작성을 완료한 학생들만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퇴장하게 하는 활동이다. (주의력이 깊은 학생들이라면 그래프에서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IT-생각하기 2.1.1에서 파일 여러 개를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할 줄 알고, 음악 스트리밍

및 대역폭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모든 파일을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할 수 있고, IT-생각하기 2.1.2
의 계산을 모두 해낼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대역폭과 다운로드 시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생각하고, 음악 스트리밍과 관련해
대역폭 외의 다른 주제에도 주목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리 편집 프로그램에서 소리 파일을 녹음하거나 불러올 수 있으며, 설정 중 일부를 변경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파형이 음량 및 음높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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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워크시트 2.1D를 숙제로 해 오게 한다. 팟캐스트는 보통 음질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음악보다는 사람의 말에 초점을 맞추며,

보통은 음악 트랙보다 길이가 더 길기 때문이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2.1.1
B

문자 개수가 10,000개인, 또는 150행인 작은 텍스트 파일

D

6페이지 길이의 워드(Microsoft Word) 문서

E

MP3 파일로 저장된 4분 길이의 노래

A

DVD 영화

C

블루레이 영화

IT-생각하기 2.1.2 / 워크시트 2.1A / 워크시트 2.1B
a) 130KB
130KB × 1,024byte = 133,210byte
133,210byte × 8bit = 1,064,960bit

b) 8MB
8MB × 1,024KB = 8,192KB
8,192KB × 1,024byte = 8,388,608byte
8,388,608byte × 8bit = 67,108,864bit

c) 5GB
5GB × 1,024MB = 5,120MB
5,120MB × 1,024KB = 5,242,880KB
5,242,880KB × 1,024byte = 5,368,709,120byte
5,368,709,120byte × 8bit = 42,949,672,960bit

IT-생각하기 2.1.3 / 워크시트 2.1C

연결 유형

최저 대역폭, 최대 대역폭

5G(2020년 상용화 예정)

100Mbps, 20Gbps

4G(LTE)

100Mbps, 300Mbps

3G(W-CDMA, CDMA 2000)

144kbps, 14.4Mbps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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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IT-생각하기 2.1.4 / 워크시트 2.1C
a) 최대: 10MB = 80Mb, 80/(20*1024) = 0.004초, 최소: 80/100 = 0.8초
b) 최대: 80/300 = 0.3초, 최소: 80/100 = 0.8초
c ) 최대: 80*1024/144 = 569초, 최소: 80/14.4 = 5.6초
IT-생각하기 2.1.5
파일 다운로드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지만, 스트리밍은 시간에 의존한다는 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음악 트랙이 다
운로드되고 난 후에는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재생될 수 있지만, 스트리밍할 때는 실시간 응답이 요구되며, 다운로드가 늦으
면 파일 재생이 방해받을 것이다. 연장 선상에서, 학생들에게 CD 수준 음질의 MP3 파일은 320kbps 비트율로 저장되는 반면,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는 192kbps나 그 이하 수준의 파일을 제공할 때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해도 좋다.

IT-컴퓨팅하기 2.1.6
음량이 커지면 파형도 세로로 길어진다. 음높이가 높으면 음파가 더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간다(파형이 수평 방향에서 더 압
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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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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2.1.1

파일이나 폴더를 생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

파일이나 폴더를 생성, 이동

IT-생각하기 2.1.2

성, 이동 및 이름을

에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

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및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워크시트 2.1A

변경할 수 있다.

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

워크시트 2.1B

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

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

해답: 37쪽

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

형태로 어떻게 표현 및 제어

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

되는지 안다.

압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
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
이터를 질의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2.1.4

파일이 크면 다운로

(위 참조)

(위 참조)

파일이 크면 다운로드하는 데

IT-생각하기 2.1.5

드하는 데 시간이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이

워크시트 2.1C

걸린다는 점을 이해

해하여야 한다.

해답: 37~38쪽

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
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
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
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
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
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2.1.6

소리 파일이 그래프

(위 참조)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

소리 파일이 그래프로 표시될

해답: 37~38쪽

로 표시될 수 있다는

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하는지 이해한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

권장한다.

점을 이해한다.

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파일 크
기에 주는 영향을 포함하여 해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간단
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
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2.1.1

다양한 매체 형식을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매체 형식을 알고 각

IT-생각하기 2.1.2

알고 각 형식의 일반

형식의 일반적인 파일 크기에

IT-생각하기 2.1.4

적인 파일 크기에 관

관해 이해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2.1.6

해 이해한다.

워크시트 2.1A
워크시트 2.1B
워크시트 2.1C
해답: 37~38쪽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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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시작하기’ 활동에서는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유명한 곡을 맞히는 활동을 한다. 본 활동을 확장하려면 www.isleoftune.com
을 활용할 수 있다. 게임 같은 환경에서 음악을 만드는 좋은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본 차시에서 학생들은 소리가 수집되고 이진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된다. 마이크에서는 압력파(우리의
고막에 오는 바로 그 압력파)를 측정한 다음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로서 기록한다. 이러한 측정을 1초에 몇천 번씩 계속 반복
(1Hz = 1초당 샘플 한 개. CD 오디오에서는 보통 44,100Hz 또는 48,000Hz를 사용한다)하면 소리를 정확히 재창조하기 위
한 세부 사항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 소리에서 샘플의 숫자를 이미지에서 픽셀의 숫자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본 차시의 대부분은 모노 사운드(채널 1개) 수집과 관련해 진행되겠지만, 스테레오(채널 2개, 왼쪽과 오른쪽)와 서라운드 사
운드(5.1에서는 채널을 6개, 7.1에서는 8개 사용한다)도 매우 흔하다. 이런 경우는 소리에 몰입하기 더 쉬워지는 대신 파일 크
기에 분명히 영향이 간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소리가 개별 샘플로서 저장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샘플이 많을수록 음질이 좋아진다는 점을 안다.

권장 목표
샘플이 많을수록 소리를 더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샘플이 많을수록 파일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안다.

성취 가능 목표
스트리밍, 다운로드, 파일 음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산술 및 수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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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32~33쪽

워크시트 2.2B: 소리 녹음하기

인터랙티브 2.2A: 노래를 알아맞혀 보세요

워크시트 2.2C: 복습용 십자말풀이

워크시트 2.2A: 소리 샘플링하기

워크시트 2.2D: 여러 오디오 유형의 파일 크기

핵심 용어
Sample rate(샘플링의 빈도수)

강의 노트
시작하기: 노래를 알아맞혀 보세요, 인터랙티브 2.2A
인터랙티브 2.2A를 활용해서 IT-생각하기 2.2.1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음을 건너 뛰어 세 음 중 하나씩 들을 때 노래를 알아맞

힐 수 있는가? 두 음 중 하나씩 들을 때는?

주요 활동 1: 소리 샘플링하기, 워크시트 2.2A
학생용 교재를 통해 소리를 어떻게 샘플링하는지(표본을 뽑는지) 설명한다. 워크시트 2.2A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IT-생각하기 2.2.2 및 IT-생각하기 2.2.3도 포함된 활동이다.

주요 활동 2: 소리 녹음하기, 워크시트 2.2B
샘플링의 빈도수 선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 IT-컴퓨팅하기 2.2.4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만, 보통은 2~3명 단위의 조를 짜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녹음한 다음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다시 듣는 방식으
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녹음된 파일에 배경 소음이 많아도 괜찮다. 본 활동은 재생의 정확성에 대한 것이고, 낮은 샘플링의
빈도수로 녹음할 때 음질이 나쁜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워크시트 2.2B로 본 활동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총정리: 복습용 십자말풀이, 워크시트 2.2C
다 같이 IT-생각하기 2.2.5를 토론해 보게 하고, 워크시트 2.2C의 십자말풀이를 진행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IT-생각하기 2.2.2 진행에 필요한 샘플 개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휴

대 전화에서 스트리밍하는 음악이 왜 보통은 음질이 낮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스
트리밍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다시티나 다른 소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소리 파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

은 학생들은 오다시티나 다른 소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소리를 효과적으로 조작하고, 음질과 파일 크기가 샘플링의 빈
도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샘플링의 빈도수, 음질 및 파일 크기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IT-생각하기 2.2.6을 해 오게 한다. 워크시트 2.2D를 통해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다음 권장 진도
2단원 3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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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정답 및 풀이
2.2.2 IT-생각하기
a) 샘플 600,000개
b) 샘플 2,640,000개
IT-생각하기 2.2.3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스트리밍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모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트리밍을 가능
한 한 낮은 음질로 할당해 두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혼잡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면 더 낮
은 속도도 괜찮고 연속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높은 음질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워크시트 2.2A
과제 1: 샘플 600,000개
과제 2: 트랙 2가 라디오 전화 연결인데, 파형의 움직임이 별로 격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랙 1이 음악 트랙인데, 파형의 움
직임이 더 격렬하기 때문이다.
과제 3: 샘플 2,640,000개
과제 4: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스트리밍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트리밍
을 가능한 한 낮은 음질로 할당해 두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혼잡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
면 더 낮은 속도도 괜찮고 연속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높은 음질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2.2.4 / 워크시트 2.2B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샘플링의 빈도수 (kHz)

파일 크기 (MB)

음질

96

11.5

48kHz와 동일

48

5.8

44kHz와 동일

44

5.3

CD보다는 음질이 조금 못함.

22

2.7

그다지 좋지 않음. 11kHz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11

1.3

나쁨. 노래를 식별할 수 있지만 아주 잘 들리지는 않는다.

8

0.9

매우 나쁨. 소리가 물속이나 벽 너머에서 들리는 느낌이다.

IT-생각하기 2.2.5
a) 96kHz: 최상의 음질을 원한다. 파일 크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이유는 CD에는 음악 앨범 전체를 고음질로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b) 8kHz: 연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파일 크기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사람의 음성이라면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리지 않
더라도 저음질 파일이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c) 22kHz 또는 44kHz: 휴대 전화에서 라이브 무대의 노래를 녹음하면 어차피 고음질 파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소
낮은 샘플링의 빈도수로 녹음해 이메일로 보내기 좋도록 파일 크기를 작게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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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 2.2C
1 파형
2 대역폭
3 헤르츠
4 음량
5 샘플
6 오다시티
7 압축
8 마이크
IT-생각하기 2.2.6 / 워크시트 2.2D
a)

채널의 수

1분 길이의 녹음에 필요한 파일 크기

모노

1

720kB

스테레오

2

1.4MB

5.1 서라운드 사운드

6

4.2MB

7.1 서라운드 사운드

8

5.6MB

b) DVD와 블루레이에는 기존 매체보다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따라서 DVD나 블루레이에는 영화 및 TV 프로
그램 외에도 고음질 오디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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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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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2.2.1

소리가 개별 샘플로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동

소리가 개별 샘플로서 저

IT-생각하기 2.2.2

서 저장된다는 것을

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하는지 이해한

장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워크시트 2.2A

이해한다.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

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하

한다.

해답: 42쪽

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

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파일 크기

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

에 주는 영향을 포함하여 해상도와 색

게 표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심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조를 구별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2.2.1

샘플이 많을수록 음

(위 참조)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

샘플이 많을수록 음질이 좋

IT-생각하기 2.2.2

질이 좋아진다는 점

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

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IT-컴퓨팅하기 2.2.4

을 안다.

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

워크시트 2.2A

다. 프로그램에서 값의 데이터 유형이

워크시트 2.2B

다양한 언어에서 어떻게, 왜 지정이 되

해답: 42쪽

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2.2.1

샘플이 많을수록 소

(위 참조)

(위 참조)

샘플이 많을수록 소리를 더

IT-생각하기 2.2.2

리를 더 정확히 재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는

IT-컴퓨팅하기 2.2.4

할 수 있다는 것을

것을 이해하기를 권장한다.

워크시트 2.2A

이해한다.

워크시트 2.2B
해답: 42쪽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2.2.2

샘플이 많을수록 파

(위 참조)

(위 참조)

샘플이 많을수록 파일 크기

IT-컴퓨팅하기 2.2.4

일 크기가 전체적으

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는 점

IT-생각하기 2.2.6

로 커진다는 점을

을 알기를 권장한다.

워크시트 2.2A

안다.

워크시트 2.2B
워크시트 2.2D
해답: 42~43쪽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2.2.3

스트리밍, 다운로드,

(위 참조)

(위 참조)

스트리밍, 다운로드, 파일

IT-생각하기 2.2.6

파일 음질 사이의 관

음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워크시트 2.2A

계를 이해한다.

수 있다.

워크시트 2.2D

정보 기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해답: 42~43쪽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
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비
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
고, 기준을 사용하여 해답에 수정을 가
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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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여러 소리 파일 형식이 있음을 안다.
파일 크기를 줄이면 음질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무손실 데이터 압축과 손실 압축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무손실 압축 기술은 음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
무손실 압축은 손실 압축보다 파일 크기를 많이 줄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의 장점을 각각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34~37쪽

Uncompressed(비압축)

워크시트 2.3A: 5행시

Lossy compression(손실 압축)

오디오 파일 2.3A: I dunno.wav

Lossless compression(무손실 압축)

오디오 파일 2.3B: I dunno 320kbps.mp3,
샘플링의 빈도수 48000
오디오 파일 2.3C: I dunno 32kbps.mp3,
샘플링의 빈도수 48000
오디오 파일 2.3D: I dunno.wav ZIP 파일 압축
인터랙티브 2.3A: 단원 퀴즈 마무리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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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5행시, 워크시트 2.3A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운드에 관한 기존 지식 및 새로 배운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아 ‘디지털 소리’라는 5행시를 만들어 보게
한다. 워크시트 2.3A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1: 손실 및 무손실 압축, 오디오 파일 2.3A, 오디오 파일 2.3B, 오디오 파일 2.3C, 오디오 파일
2.3D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IT-생각하기 2.3.1, IT-컴퓨팅하기 2.3.2, IT-컴퓨팅하기
2.3.3, IT-생각하기 2.3.4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한다.
IT-생각하기 2.3.1에서, 한 문단을 140글자 길이의 트윗으로 줄이려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 문자메시지처럼 말하기, 일부 정보 버리기 등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트윗에서 원 문단의 내용을 얼마나 잘 보존했
는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IT-컴퓨팅하기 2.3.2와 IT-컴퓨팅하기 2.3.3에서 파일을 직접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압축된 파일을 사용해도 좋다(오디오 파일 2.3A, 오디오 파일 2.3B, 오디오 파일 2.3C, 오디오 파일 2.3D).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학생들이 도전 과제, 즉 IT-컴퓨팅하기 2.3.5를 해결할 시간이다.
실제 팟캐스트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본 단원의 내용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양한 소리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팟캐스트를 만
들고 결과물을 적당한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다.

총정리: 단원 퀴즈 마무리, 인터랙티브 2.3A
인터랙티브 2.3A를 진행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문의 의미를 약간 빠뜨리기는 해도 한 문단을 트윗 하나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소

리 파일의 파일 유형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단어를 생략하거나 내용을 요약하면서 대부분 의미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파일 품질과 압축량이란 측면에서 여러 파일 유형 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다
양한 방법을 사용해 문단을 트윗으로 압축하고, 원래의 의미도 잘 살릴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팟캐스트 대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약간의 기술 정보를 활용해 목

소리와 음악이 함께 포함된 팟캐스트 대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목소리와 음악이 함께 포함된 팟캐스
트 대본을 만들고, 작업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왜 했는지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사고를 담아서 정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숙제
본 차시에는 숙제가 없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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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2.3.4
FLAC 파일은 WAV나 MP3 파일보다 훨씬 좋은 음질의 소리를 제공하며, WAV 파일보다 크기를 훨씬 덜 차지한다. 고음질 사
운드를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FLAC은 WAV에 비해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다운로드 시간, 또는 비용도
줄여 줄 수 있다. MP3 파일은 파일 크기와 음질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휴대 전화처럼
저장 공간 제약이 있는 휴대용 장치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기에 저장할 때 MP3 형식을 사용하면 FLAC
형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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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소리 나타내기

2단원- 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

숫자, 이미지, 소리, 철자가 어떻게

여러 소리 파일 형식이 있

서 어떻게 저장 및 실행되는지

동일한 비트 패턴을 이용하는지 이

음을 알아야 한다.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

해한다. 이진 가산 등의 비트 패턴을

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

이용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

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

파일 크기에 주는 영향을 포함하여

게 표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해상도와 색심도 사이의 관계를 이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IT-컴퓨팅하기 2.3.2

여러 소리 파일 형식이
있음을 안다.

해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사용
되는 데이터(변수)와 데이터 저장 구
조를 구별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2.3.2

파일 크기를 줄이면 대

(위 참조)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

파일 크기를 줄이면 대체로

IT-컴퓨팅하기 2.3.3

체로 음질에 영향이 있

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

음질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IT-생각하기 2.3.4

다는 것을 이해한다.

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해답: 47쪽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의 데이

IT-컴퓨팅하기 2.3.5

터 유형이 다양한 언어에서 어떻게,
왜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2.3.1

무손실 데이터 압축과

(위 참조)

(위 참조)

무손실 데이터 압축과 손실

IT-컴퓨팅하기 2.3.2

손실 압축의 차이점을

압축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IT-컴퓨팅하기 2.3.3

이해한다.

야 한다.

IT-컴퓨팅하기 2.3.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
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해 연
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
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
고 있으며, 여러 개의 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정보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하고 변경할
때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
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
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
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개선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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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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2.3.1

무손실 압축 기술은 음

(위 참조)

(위 참조)

무손실 압축 기술은 음질에

IT-컴퓨팅하기 2.3.2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IT-컴퓨팅하기 2.3.3

는다는 점을 안다.

을 알기를 권장한다.

IT-생각하기 2.3.4

정보 기술

해답: 47쪽

(위 참조)

2.3.5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2.3.2

무손실 압축은 손실 압

(위 참조)

(위 참조)

무손실 압축은 손실 압축보

IT-컴퓨팅하기 2.3.3

축보다 파일 크기를 많

다 파일 크기를 많이 줄여

IT-컴퓨팅하기 2.3.4

이 줄여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

해답: 47쪽

것을 이해한다.

(위 참조)

기를 권장한다.

IT-컴퓨팅하기 2.3.5

정보 기술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2.3.1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

(위 참조)

(위 참조)

무손실 데이터 압축과 손

IT-컴퓨팅하기 2.3.2

축의 장점을 각각 자신

실 압축의 차이점을 이해

IT-컴퓨팅하기 2.3.3

있게 평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IT-생각하기 2.3.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해답: 47쪽
IT-컴퓨팅하기 2.3.5

정보 기술
(위 참조)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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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을 안다. 프로그램을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

작동할 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

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식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조화하면 유용하다는 점을 안다.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
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
을 수행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은

정보 기술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와 이미지를 표현한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계

해결책이 성공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
다. 일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표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사용자층을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로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해한다.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1차시

알아두기
본 단원은 엘가가 수수께끼 변주곡 13번을 쓰면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는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본 차
시 공부를 하는 동안 엘가의 작품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 놔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충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MS Access)에 기반해 있다(2007~2010 버전). 하지만 간단한 변환 과정을 거치면
MySQL, 리브레 오피스(Libre Office), 오픈 오피스(Open Office) 등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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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필수 목표
‘테이블’, ‘레코드’, ‘필드’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관련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용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권장 목표
‘키 필드’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글에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필드에 맞는 올바른 데이터 유형을 고를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올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언어: 글에서 관련 정보 가져오기
사회 및 건강 교육(PSHE)/아동 건강(Every Child Matters): 다양성-우리는 모두 달라요
음악: 엘가의 수수께끼 교향곡
수학: 집합론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38~49쪽

Database(데이터베이스)

워크시트 3.1A: 인물 설명

Field(필드)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

Record(레코드)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해설)

Table(테이블)

엑셀 3.1A: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 보충용

Key field(키 필드)

워크시트 3.1B: 핵심 용어와 그 정의(보충)
워크시트 3.1C: 핵심 용어 정의(핵심)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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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강의 노트
시작하기: 핵심 용어 소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면 미리 정해 둔 분류에 따라 조별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조가 왜
그렇게 구분되었는지 조별로 이야기해 보게 한다. 같은 조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다른 조 사람들과는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여러 기준을 가지고 분류 활동을 몇 번 더 반복해 본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색, 담임
교사, 키 같은 기준이 있고, 금발 남학생, 갈색 머리 여학생 등의 더 복잡한 분류 기준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머리카락 색, 담임교사 및 성별 같은 정보는 모두 필드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여러 관
련 필드를 레코드라고 하고,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IT-생각하기 3.1.1 및
IT-생각하기 3.1.2를 진행한다.

주요 활동 1: 정보 수집 및 검토, 워크시트 3.1A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를 소개하면서 배경 음악으로 엘가의 곡을 틀어 준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엘가가 누구였는지 소개한
다. 해결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IT-계획하기 3.1.3a를 풀게 하고, 조별로 다른 인물을 할당한 다음 조를 4~6인조로 재편
성해 IT-계획하기 3.1.3b를 진행한다. 조별로 서로의 결과물을 돌려 보면서 IT-컴퓨팅하기 3.1.4의 필드를 포함했는지도 확인
한다. 워크시트 3.1A에도 간결하게 인물 설명이 되어 있다.

주요 활동 2: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해설), 엑
셀 3.1A
IT-컴퓨팅하기 3.1.4를 진행한다. 각 조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 다른 조와 데이터를 교환해서 엘가의 지

인 16명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에 속도를 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다.
과정이 중요하고, 어차피 다음 차시에서 완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과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해설)에서 CSV 파일을 액세스에 불러오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엑셀 3.1A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제공한 다음 CSV 파일로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오

게 해도 좋다.

총정리: 핵심 용어 정의, 워크시트 3.1B, 워크시트 3.1C
워크시트 3.1B 또는 워크시트 3.1C를 진행한다. 전자는 비교적 쉽고, 후자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문의 의미를 약간 빠뜨리기는 해도 한 문단을 트윗 하나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소

리 파일의 파일 유형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단어를 생략하거나 내용을 요약하면서 대부분 의미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파일 품질과 압축량이란 측면에서 여러 파일 유형 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다양
한 방법을 사용해 문단을 트윗으로 압축하고, 원래의 의미도 잘 살릴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팟캐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약간의 기술 정보를 활용해

목소리와 음악이 함께 포함된 팟캐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목소리와 음악이 함께 포함된 팟
캐스트 스크립트를 만들고, 작업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왜 했는지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사고를 담아서 정당한 설명을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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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다음 차시까지 IT-생각하기 3.1.5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진도
3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워크시트 3.1B 및 워크시트 3.1C
키필드(key field)

레코드(record)

학생 번호

이름

성별

나이

학년/반

좋아하는 과목

급식 여부

101

마크

남

14

9학년 A반

체육

아니요

110

피터

남

13

9학년 C반

물리

예

120

레베카

여

14

9학년 A반

컴퓨터

예

132

존

남

14

9학년 B반

미술

아니요

111

아만다

여

14

9학년 C반

수학

예

109

존

남

13

9학년 B반

지리

아니요

124

클로에

여

13

9학년 A반

디자인

예

필드(field)
핵심 용어

정의

필드(field)

데이터 항목 한 개.

데이터베이스(database)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 모음.

키 필드(key field)

테이블(table)
레코드(record)

테이블(table)

데이터베이스(database)

키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레코드를 독자적으로 인식한다. 단일 키 필드일 때는 기본
키(primary key)라고 하며, 여러 필드가 사용될 때는 복합 키(composite key)라고 한다.
행과 열로 정렬된 데이터 요소의 집합. 표에서 행(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열(列)은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관련 필드의 모음.

IT-생각하기 3.1.5
이 중 키 필드로 하기 적절한 필드가 없으므로 새로 번호 필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 복합 키 필드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지만 번호 필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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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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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테이블’, ‘레코드’, ‘필드’의

드’의 뜻을 설명할 수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

숫자)을 안다. 프로그램을 작동할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있다.

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

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데이터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

를 테이블로 구조화하면 유용하다

는 목표를 성취한다.

는 점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3.1.3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위 참조)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관

워크시트 3.1A

할 관련 데이터를 선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련 데이터를 선택하여야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한다.

IT-생각하기 3.1.2

‘테이블’, ‘레코드’, ‘필

택한다.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
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
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
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
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3.1.4

데이터용 테이블을 작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용 테이블을 작성하

워크시트 3.1A

성한다.

여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3.1.2

‘키 필드’의 뜻을 설명

(위 참조)

(위 참조)

‘키 필드’의 뜻을 설명할 수

IT-생각하기 3.1.5

할 수 있다.

있기를 권장한다.

해답: 53쪽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3.1.3

글에서 관련 데이터

(위 참조)

(위 참조)

글에서 관련 데이터를 추출

워크시트 3.1A

를 추출한다.

하기를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3.1.4

필드에 맞는 올바른

(위 참조)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디

필드에 맞는 올바른 데이터

워크시트 3.1A

데이터 유형을 고른다.

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시한다.

유형을 고르기를 권장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인터넷 서비
스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독
자층과 소통한다(블로그 활동 등).
받은 피드백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적절히 개선하고, 해결책이 성공
적일 때 그에 관한 평을 남긴다.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3.1.4

스프레드시트의 데이

(위 참조)

(위 참조)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워크시트 3.1A

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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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의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Microsoft Access)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MySQL, 리브레 오피스(Libre
Office), 오픈 오피스(Open Office) 등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패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불 연산자 AND, OR, NOT과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를 사용해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다.

권장 목표
불 연산자 AND, OR, NOT과 와일드카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와 여러 불 연산자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SQL을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회로 및 프로그래밍에서 불 연산자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불 연산, 추론, 집합론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50~53쪽

Boolean expression(불 연산식)

파워포인트 3.2A: 선택하기

Boolean operator(불 연산자)

파워포인트 3.2B: SQL 질의문

Database query(데이터베이스 질의문)

액세스 3.2A: 학습활동용 데이터베이스
CSV 3.2A: IT-컴퓨팅하기 3.2.3 보충 자료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해설)
워크시트 3.2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
인터랙티브 3.2A: 어느 불 연산자인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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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선택하기, 파워포인트 3.2A
교실 안의 한 구역을 ‘그룹 1’, 다른 한 구역을 ‘그룹 2’로 지정한다. 파워포인트 3.2A를 사용하여 1차시 시작하기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및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②』에서 배운 불 연산자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IT-생각하기 3.2.1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1: 컴퓨터가 이해하게 하려면 불 연산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파워포인트 3.2B
학생용 교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질의문과 SQL을 설명한다. IT-컴퓨팅하기 3.2.2 를 진행한다.
IT-컴퓨팅하기 3.2.2는 몸을 움직이는 학습 활동이 적절하다. 파워포인트 3.2B의 SQL 질의문을 인쇄한 다음 교실 벽을 따라 붙

여 둔다.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고 각 조에 엘가의 친구 및 가족들을 한 명씩 할당한다. 조별로 인물에 해당하는 SQL 질의문
앞에 가서 서게 한다. 만약 같은 인물이 여러 질의문에 해당한다면 그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학생들이 질의문을 그냥 고른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물어본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물에 해당하는 모든 질의문 앞으로 바꿔가
며 이동하게 하고, 왜 그렇게 이동했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 질의문과 SQL 작동 방식을 확실히 이해
할 때까지 반복한다.
http://csunplugged.org/databases에 있는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s unplugged)’의 15~21쪽 및 22~28쪽을 보

면, SQL 구문 및 관계 연산자와 관련해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 교사용 지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활동 2: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 액세스 3.2A, CSV 3.2A, 워크시트 3.2A,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 및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해설)
IT-컴퓨팅하기 3.2.3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IT-컴퓨팅하기 3.1.4를 끝마치지 못했다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도록 액세스 3.2A 또는 CSV 3.2A를 준다.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 및 3단원 데이터베이스 튜토리얼(해설)에 CSV
파일을 액세스에 불러오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학생들은 워크시트 3.2A에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 질의문 마법사를 사용해도 좋지만,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SQL에서 질의문을 만들어 보는 게 좋다. 학생들이
활동을 끝마치면, 다른 학생과 답을 서로 바꿔 보면서 결과가 같은지 확인하게 한다. 결과가 같지 않으면 그중 누가 맞게
풀었는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생겼는가?

총정리: 불 연산자 재정리, 인터랙티브 3.2A
인터랙티브 3.2A를 진행하며 불 연산자를 복습한다. 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AND와 OR의 차이를 확실히 익히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 인물에 해당하는 설명을 최소 한 개 이상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더 복잡한
설명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몇몇의 학생들은 와일드카드 사용법을 이해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질의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은 마법사나 SQL을 사용해 더 복잡
한 질의문을 설계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SQL로 복잡한 질의문을 만들고 완성할 것이다.

숙제
필드가 5개, 레코드가 10개 있는 표 하나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게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돌려줄 질의
문을 사용하고, 질의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 다음 결과를 나열한다. 이 과정에 관한 그림을 그려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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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진도
3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3.2.1
a) 학년 = 2 AND 과목 NOT 사회
b) 학년 = 3 AND 상점 > 5 AND 수업 과목 = 역사
c) 학년 = 2 AND 과목 = 기술 AND 과목 NOT 미술
IT-컴퓨팅하기 3.2.2
a) 빌리 리드, 프레더릭 딜리어스, 러디어드 키플링, 알프레드 테니슨, 아서 설리번 경
b)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헬렌 위버, 레이디 메리 리건, 베아트리스 해리슨, 프레더릭 딜리어스, 러디어드 키플링,
클라라 버트 부인, 아서 설리번 경

c) 헬렌 위버, 베아트리체 해리슨, 빌리 리드
d) 프레더릭 딜리어스
e) 헬렌 위버, 레이디 메리 리건, 베아트리스 해리슨, 프레더릭 딜리어스, 클라라 버트 부인, 아서 설리번 경
f)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아서 설리번 경, 폴리 그래프턴, 루시 앤 엘가
IT-컴퓨팅하기 3.2.3 /워크시트 3.2A
질문

a)

남자를 모두 찾으세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질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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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남성 작가를 모두 찾으세요.

WHERE 성별 = '남'

AND 직업 = '작가'

c)

d)

여자를 모두 찾으세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여자를
모두 찾으세요.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여'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여'

AND 해외 거주 경험 = '예'

돌아오는 결과
빌리 리드
프레더릭 딜리어스
러디야드 키플링
알프레드 테니슨
아서 설리번 경

러디야드 키플링
아서 설리번 경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헬렌 위버
레이디 메리 리건
베아트리스 해리슨
캐리스 엘가
폴리 그래프턴
앨리스 스튜어트-워틀리
클라라 버트 부인
빅토리아 여왕
루시 앤 엘가
앤 그리닝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헬렌 위버
레이디 메리 리건
베아트리스 해리슨
클라라 버트 부인

2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57

57

2018-01-26 오전 8:26:22

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질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질의문

돌아오는 결과

SELECT 직업 FROM 엘가의 지인

e)

빌리 리드의 직업은?

WHERE 이름 = '빌리'

음악가

AND 성 = '리드'

f)

g)

h)

가게 점원이었던 사람은

SELECT 엘가와의 관계 FROM 엘가의 지인

엘가와 무슨 관계였나요?

WHERE 직업 = '가게 점원'

이름에 ‘ed’ 철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모두 나열하세요.

어머니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빌리 리드

WHERE 이름 LIKE '%ed%'

프레더릭 딜리어스

OR 성 LIKE '%ed%'

알프레드 테니슨

엘가의 친구 중 1860년대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레이디 메리 리건

태어난 사람으로는 누가

WHERE 엘가와의 관계 = '친구'

있나요?

AND 태어난 해 BETWEEN 1860 AND 1869

프레더릭 딜리어스
러디아드 키플링
앨리스 스튜어트-워틀리

SELECT 이름,성,엘가와의 관계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엘가와의 관계 = '누나'

i)

엘가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가족, 친척)을 모두 찾으세요.

OR 엘가와의 관계 = '어머니'

OR 엘가와의 관계 = '형제'

OR 엘가와의 관계 = '아버지'

OR 엘가와의 관계 = '딸'

캐리스 엘가, 딸
폴리 그래프턴, 누나
루시 앤 엘가, 누나
앤 그리닝, 어머니

OR 엘가와의 관계 = '아들'

엘가의 동료 중 가수나

j)

k)

작가가 아니었던 사람을 모두
찾으세요. 답을 정하기 전에

WHERE 엘가와의 관계 = '동료'

AND 직업 NOT '가수'

잘 생각해 보세요!

AND 직업 NOT '작가'

엘가의 누나들 중 해외 거주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두

WHERE 엘가와의 관계 = '누나'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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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직업 NOT '시인'

없음

AND 해외 거주 경험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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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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3.2.1

불 연산자 AND, OR,

간단한 불 연산(AND, OR,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하여

불 연산자 AND, OR, NOT

해답: 57쪽

NOT과 와일드카드를

NOT 등)과 회로 및 프로그래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데이

과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밍에서 불 연산자의 사용에

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질 낮

있어야 한다.

대해 이해한다.

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와 부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결론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3.2.3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

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위 참조)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

워크시트 3.2A

법사를 사용해 간단한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를 사용해 간단한 데이터베

해답: 57쪽

데이터베이스 질의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어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

야 한다.

을 만들 수 있다.

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
취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3.2.2

불 연산자 AND, OR,

(위 참조)

(위 참조)

불 연산자 AND, OR, NOT과

IT-컴퓨팅하기 3.2.3

NOT과 와일드카드의

와일드카드의 작동 방식을

워크시트 3.2A

작동 방식을 설명할

설명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해답: 57쪽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3.2.3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

워크시트 3.2A

법사와 여러 불 연산

와 여러 불 연산자를 사용해

해답: 57쪽

자를 사용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

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들 수 있기를 권장한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3.2.2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IT-컴퓨팅하기 3.2.3

검색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워크시트 3.2A

데이터베이스를 효
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해답: 57쪽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3.2.3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 참조)

데이터의 여러 다른 유형(텍스트, 숫자)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러

해답: 57쪽

여러 종류의 암호를

을 안다.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다양한

종류의 암호를 고안할 수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있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고안한다.

을 인식한다. 데이터를 테이블로 구조
화하면 유용하다는 점을 안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프로그래밍 및 개발

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터

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

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

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

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설계 및 개발한다.

선택한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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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를 사용해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 중복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지 이해한다.

권장 목표
불 연산자 및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를 사용해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SQL을 사용해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회로 및 프로그래밍에서 불 연산자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불 연산, 추론, 집합론, 피그펜 암호
언어: 글에서 관련 정보 가져오기, 교정 보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54~57쪽

Redundant data(중복 데이터)

파워포인트 3.3A: 이 데이터에서 무엇이

Verification(검증)

잘못되었을까?

Validation(확인)

액세스 3.2A: 학습 활동용 데이터베이스

Foreign key(외래키)

액세스 3.3A: IT-컴퓨팅하기 3.3.2의 예시 해답
인터랙티브 3.3A: SQL 구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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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데이터베이스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 파워포인트 3.3A
파워포인트 3.3A의 슬라이드 2를 학생들에게 보여 준 뒤 이 데이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본다. 오류 내용은 슬라이드

3에 나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오류를 막을 수 있을지 물어본다. 학생들은 데이터 입력 당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이야기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검증과 확인이라는 과정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한다.

주요 활동 1: 찾아보기 테이블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찾아보기 테이블(lookup table)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를 소개한다. 적절한 시
점에 다같이 IT-생각하기 3.3.1을 진행하고, IT-컴퓨팅하기 3.3.2를 해결해 보게 한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액세스 3.2A
3단원 맨 처음에서처럼 엘가의 수수께끼 교향곡 13번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 두고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 이 활동은 IT-컴퓨팅하기 3.3.3에 해당한다. IT-생각하기 3.3.4는 숙제로 해 오게 한다.
만약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드는 것을 어려워했다면 액세스 3.2A를 제공해도 좋다.
http://csunplugged.org/databases에 있는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s unplugged)’를 보면 학생들이 본 차시 이상

의 내용을 익힐 수 있는 확장 활동이 있다.

총정리: SQL 구문, 인터랙티브 3.2A
인터랙티브 3.3A를 사용해 학생들이 SQL 구문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점검하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이터 인코딩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공간을 덜 차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코딩을 주의 깊게 계획하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연결 테이블(linked table)을 통해 엘가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진 힌트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물 분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전 과제 해결에 주어진 힌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 중 일부에 관해 설명하고 설명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해결 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근거가 풍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IT-생각하기 3.3.4를 해결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4단원 1차시

3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61

61

2018-01-26 오전 8:26:22

Unit 3.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3.3.1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직업

엘가와의 관계

해외 거주 경험

거주지

작가

W

부인

W

예

Y

라이프치히

L

가수

S

약혼자

E

아니요

N

인도

N

음악가

M

친구

F

호주

A

번역가

T

어머니

M

베를린

B

시인

P

딸

D

파리

P

작곡가

C

누나

S

미국

A

왕(여왕)

Q

여왕

Q

이탈리아

I

없음

N

동료

C

가게 점원

A

IT-컴퓨팅하기 3.3.2
액세스 3.3A가 예시 정답이다.

IT-컴퓨팅하기 3.3.3
첫 번째 힌트에 해당하는 질의어는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여'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름

성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헬렌

위버

메리

리건

베아트리스

해리슨

캐리스

엘가

폴리

그래프턴

앨리스

스튜어트-워틀리

클라라

버트

빅토리아
루시 앤

엘가

앤

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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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힌트에 해당하는 질의어는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엘가의 친구
WHERE 성별 = '여'

AND 해외 거주 경험 = '예'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름

성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헬렌

위버

메리

리건

베아트리스

해리슨

클라라

버트

세 번째 힌트에 해당하는 질의어는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여'

AND 해외 거주 경험 = '예'

AND (엘가와의 관계 = '약혼자'
OR 엘가와의 관계 = '부인')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름

성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헬렌

위버

피그펜 암호를 사용한 메시지를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LIVED IN LEIPZIG (라이프치히에 살았음)
다음과 같은 질의어가 필요하다.
SELECT * FROM 엘가의 지인
WHERE 성별 = '여성'

AND 해외 거주 경험 = '예'

AND (엘가와의 관계 = '약혼자'
OR 엘가와의 관계 = '부인')

AND 거주지 LIKE '%라이프치히%'

검색 결과에 따르면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13번의 주인공으로 헬렌 위버가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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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3.3.2

불 연산자 AND, OR,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불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을 이용

불 연산자 AND, OR, NOT과

해답: 액세스 3.3A

NOT과 와일드카드를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

하여 더 복잡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IT-생각하기 3.3.4

사용할 수 있다.

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다.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

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

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

없는 결과와 부정확한 결론을 낳는

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

다는 점을 인식한다.

표를 성취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3.3.1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

(위 참조)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

해답: 62쪽

법사를 사용해 간단한

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이

를 사용해 간단한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 질의문을

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다.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

야 한다.

게, 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3.3.2

불 연산자 AND, OR,

간단한 불 연산(AND, OR,

(위 참조)

불 연산자 AND, OR, NOT과

IT-컴퓨팅하기 3.3.3

NOT과 와일드카드의

NOT 등)과 회로 및 프로그래

와일드카드의 작동 방식을 설

해답: 액세스 3.3A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밍에서 불 연산자의 사용에

명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IT-생각하기 3.3.4

있다.

대해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3.3.2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

(위 참조)

디지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나타

데이터베이스 질의 마법사와

IT-컴퓨팅하기 3.3.3

법사와 여러 불 연산

내기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여러 불 연산자를 사용해 데

해답: 액세스 3.3A

자를 사용해 데이터베

점을 알고 있다. 비트 패턴이 숫자

이터베이스 질의문을 만들 수

IT-생각하기 3.3.4

이스 질의문을 만들

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

있기를 권장한다.

수 있다.

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진수로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진
법과 파일 크기(비압축)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한다. 데이터 유형(실제
숫자와 불 연산자)을 정의한다. 일
반적인 질의어를 이용해 테이블의
데이터를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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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및 개발

반복(iteration)은 반복문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

변수 범위의 효과를 안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

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

역 외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달(parameter

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passing)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반복문(‘while’)과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

사후 검사 반복문(‘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

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재귀적 해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
식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
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
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
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
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1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선형 탐색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선형 탐색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설명한다.

권장 목표
선형 탐색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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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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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58~59쪽

핵심 용어
Linear search(선형 탐색)

강의 노트
시작하기: 무엇을 검색할 때 컴퓨터를 사용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검색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1분간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
전체가 자유롭게 손을 들어 이야기해 보게 해도 좋고, 누가 답을 가장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는지 경쟁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
다. 예를 들면 파일, 이메일, 웹 페이지, 주소록 등을 검색할 때 컴퓨터를 사용한다.

주요 활동 : 친구를 찾으려면?
최근 한 친구가 이사했다는 이야기로 본 활동을 시작한다. 친구가 자기 새 주소를 쓴 엽서를 보내 왔지만, 여러분이 키우는 개
가 카드 한 모퉁이를 물어뜯어서 집 호수가 있는 부분을 먹어 버렸다. 친구는 컴퓨터나 휴대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직접 그 거리를 방문할 것인데, 친구를 찾는 최상의 전략이 무엇일지 학생들이
이야기해 보게 한다. IT-생각하기 4.1.1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유사 부호를 보게 한 뒤 IT-계획하기 4.1.2를 진행한다. 그다음 여러분이 길을 잘못 찾은 상황을 가정하면
서 IT-계획하기 4.1.3을 진행한다.
여러분이 본 활동에서 이야기한 검색 방식(리스트 맨 처음부터 시작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선형 탐색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총정리: 배틀십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IT-생각하기 4.1.4를 진행하게 한다. 각자 세운 전략을 비교하게 한다.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가? 순서대로 선형 탐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가? 선형 탐색을 수정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형 탐색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플로 차트를 만들고
유사 부호를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앱 스토어(App store, 응용 프로그램 구매 플랫폼)에서 내장 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리즘을 써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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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차시
4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4.1.1 / 연습 문제 4.1A
친구를 찾을 때까지 집마다 노크를 하고 친구가 여기 사는지 물어 봐야 할 것이다.

IT-계획하기 4.1.2
선형 탐색 플로 차트는
오른쪽과 같은 모양일 것이다.

시작

이 집이
당신의 친구가 사는
곳인가요?

예

친구를
잠자기
찾았습니다

아니요
다음 집으로
가세요

IT-계획하기 4.1.3
Set found to no
Start at house 1
WHILE we haven’t found our friend:
knock on the door and see who lives there
IF it’s not our friend THEN
		
Move to the next door
Elif it is our friend THEN
		
Set found to yes
END WHILE
IF found is yes
We are now at the our friend’s house
ELSE
Friend not in street

(found 변수에 'no'라고 설정한다)
(집 1번에서 출발한다)
(WHILE 친구를 찾지 못할 때까지:)
(문에 노크하고 누가 사는지 알아본다)
(IF 친구가 아니라면 THEN)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Elif 친구가 맞으면 THEN)
		
(found 변수에 'yes'라고 설정한다)
(END WHILE)
(IF found 변수가 'yes'라면)
(우리는 친구 집에 도착했다)
(ELSE)
(친구는 이 거리에 살지 않는다)

IT-생각하기 4.1.4
만약 선형 탐색 방식을 택했다면 첫 번째 셀에서 출발해 바로 다음 셀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진 탐색을 선택했다면
정중앙에서 시작한 뒤 반으로 나뉜 부분의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찾을 것이다. 상대 플레이어가 배를 한 줄로
나열해 뒀을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선형 탐색으로 목표물을 빨리 찾기는 어렵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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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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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4.1.1

선형 탐색의 뜻을 설명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

반복(iteration)은 반복문 등의 과

선형 탐색의 뜻을 설명할

IT-계획하기 4.1.2

할 수 있다.

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

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IT-계획하기 4.1.3

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

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

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

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

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해답: 67쪽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
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4.1.1

선형 탐색 알고리즘을

(위 참조)

(위 참조)

선형 탐색 알고리즘을 설명

IT-계획하기 4.1.2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IT-계획하기 4.1.3
해답: 67쪽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4.1.1

선형 탐색 알고리즘의

(위 참조)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

선형 탐색 알고리즘의 한계

IT-계획하기 4.1.2

한계점을 설명한다.

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상

점을 설명할 수 있다.

IT-계획하기 4.1.3

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IT-생각하기 4.1.4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

해답: 67쪽

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
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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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학생용 교재에는 배열과 리스트가 언급되어 있다. 스크래치와 파이선에서는 모두 리스트를 사용한다. BASIC 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을 사용한다. 여러분은 수업에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유형, 그리고
배열 및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잘 숙지해 둬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선형 탐색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의사 부호를 따라가 본다.

권장 목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형 탐색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성취 가능 목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열이나 리스트에 없는 항목도 다룰 수 있는 선형 탐색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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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60~61쪽
파워포인트 4.2A: 사물함 열쇠를 잃어버렸나요?
스크래치 4.2A: IT-컴퓨팅하기 4.2.4 예시 해답
스크래치 4.2B: IT-컴퓨팅하기 4.2.5 예시 해답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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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사물함 열쇠를 잃어버렸나요?, 파워포인트 4.2A
파워포인트 4.2A를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그다음 학생들에게 열쇠를 하나 보여 준다. 사물함 열쇠라고 설명한 다음 혹시 사

물함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잃어버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사물함은
어느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몇 분간의 생각할 시간을 준다. 지난 차시에서 배운 선형 탐색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한 뒤
이번 차시에서 선형 탐색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주요 활동 : 선형 탐색 프로그램 만들기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선형 탐색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설명한다. IT-생각하기 4.2.1을 학생들 전체와 함께 토의해 보고, IT-계
획하기 4.2.2 및 IT-계획하기 4.2.3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다음 IT-컴퓨팅하기 4.2.4로 이동한다.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힌트

가 학생용 교재에 나와 있으니 학생들이 참고하게 해도 좋다.

총정리: 리스트에 없는 데이터
‘Wilfred(윌프레드)’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게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럴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
IT-컴퓨팅하기 4.2.5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열(또는 리스트)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코드를 수정하여 찾고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는 동안 반복문을 계속 작동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스크래치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검색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작성 및 수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만약 휴대 전화에서 선형 탐색 방식이 사용된다면 어떨지 생각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4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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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4.2.1
a) Houses(집) 리스트의 항목 3 / houses[3]
b) Houses(집) 리스트의 항목 6 / houses[6]
c) Houses(집) 리스트의 항목 i / houses[i]
IT-계획하기 4.2.2 및 IT-계획하기 4.2.3
다음은 예시 정답이다.
x=1

lookingFor="Dalton"				
WHILE(houses[x]!="Dalton"			

WHILE x<= Length of Houses			

x=1

찾는 사람="돌턴"

WHILE(houses[x]!="돌턴"

WHILE x<= 집의 개수

		x=x+1

		x=x+1

END WHILE

END WHILE

END WHILE

PRINT lookingFor + "Lives at house number" +x

END WHILE

PRINT 찾는 사람 + "다음 호수에 산다" +x

숙제
학생들 대부분은 휴대 전화 주소록에 이름이나 숫자를 넣어 뒀을 것이다. 연락처를 어떤 순서로 저장하면 가장 좋을지
물어보자. 리스트 맨 처음에 가장 자주 검색하는 연락처를 두는 것이 좋다는 답이 돌아오면 맞게 대답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진 탐색은 잘 모를 것이다. 다음 차시에서 이를 토의의 시작점으로 잡아, 레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할지 토의해 볼 수 있다(대신 이진 탐색을 사용하면 항상 더 빠르다).
다른 답안으로는 음악 파일, 팟캐스트, 문서 검색 등이 있을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4.2.4
스크래치 2.0에서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스크래치 4.2A가 동작 코드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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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4.2.5

스크래치 4.2B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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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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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4.2.1

선형 탐색을 수행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

반복(iteration)은 반복문 등의 과

선형 탐색을 수행하는 프로

해답: 70쪽

프로그램의 유사 부호

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

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그램의 유사 부호를 따를

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

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알

수 있어야 한다.

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대한 서로 다른 여러 알고리즘

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해

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를 따른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
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4.2.1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변수 범위의 효과를 안다. 예를 들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IT-계획하기 4.2.2

어로 선형 탐색 프로그

(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

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서

선형 탐색 프로그램을 작성

IT-계획하기 4.2.3

램을 작성한다.

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

하기를 권장한다.

IT-컴퓨팅하기 4.2.4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

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반복

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

문(‘while’)과 사후 검사 반복문

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

(‘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

한다.

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4.2.1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

(위 참조)

(위 참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IT-계획하기 4.2.2

어로 배열이나 리스트

배열이나 리스트에 없는 항

IT-계획하기 4.2.3

에 없는 항목도 다룰 수

목도 다룰 수 있는 선형 탐

IT-컴퓨팅하기 4.2.4

있는 선형 탐색 프로그

색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IT-컴퓨팅하기 4.2.5

램을 작성한다.

있다.

해답: 70~72쪽

해답:70~ 71쪽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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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알아두기
학생용 교재에는 배열과 리스트가 언급되어 있다. 스크래치와 파이선에서는 모두 리스트를 사용한다. BASIC 등 다른 프로그
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을 사용한다. 여러분은 수업에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유형, 그리고 배열 및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잘 숙지해 둬야 한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이진 탐색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권장 목표
적절히 도움을 받아 이진 탐색을 코딩한다.

성취 가능 목표
도움 없이 이진 탐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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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숫자열 사용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62~63쪽
스크래치 4.3A: 숫자를 맞혀보세요 – 학생 추측
스크래치 4.3B: 숫자를 맞혀보세요 – 컴퓨터 추측
스크래치 4.3C: 숫자를 맞혀보세요 – 골격 프로그램

핵심 용어
Binary search(이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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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숫자를 맞혀보세요, 스크래치 4.3A, 스크래치 4.3B
알아맞히기 게임에서 컴퓨터와 경쟁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해 준다. 스크래치 4.3A를 실행하고 학생들에게 숫자를 맞혀
보게 한다. 정답을 말할 때까지 몇 번 걸리는지 기록해 둔다. 다음으로 한 학생을 골라 1에서 1000 사이의 어떤 숫자를 고르게
한다. 스크래치 4.3B를 실행하고 컴퓨터가 숫자를 맞히기까지 몇 번 추측을 거쳐야 하는지 기록해 둔다.
컴퓨터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스크래치 4.3B를 다시 실행한다. 한 번 숫자를 추측할 때마다 해당하
는 수직선을 칠판 위에 그리고, 매번 생략 가능한 부분을 수직선에서 지워 나간다. 이것이 컴퓨터의 이진 탐색이라고 설명한
다. 매번 숫자를 추측할 때마다 가능한 숫자의 수를 반으로 줄여 나가게 된다.

주요 활동 1: ‘숫자를 맞혀보세요’ 프로그래밍하기, 스크래치 4.3C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숫자 알아맞히기 놀이와 이진 탐색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적절한 시점에 IT-생각하기 4.3.1을
진행한다.
IT-계획하기 4.3.2와 IT-컴퓨팅하기 4.3.3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크래치 4.3C(골격 프로그램)를 제

공한다.

주요 활동 2: 이진 탐색을 사용해 친구 찾기
1차시의 상황, 즉 친구가 어느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서 여러분이 현관문을 하나씩 노크하면서 친구를 찾아야 하는 상
황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는 모두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맞춰 거주하고 있다. 아티프(Aatif)가 첫 번째
집에, 조(Zoe)가 맨 마지막 집에 사는 식이다. 친구를 찾으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이진 탐색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친구 이름의 첫 글자가 알파벳 앞부분에 해당한다면 선형 탐색
을 사용해도 좋다. 반대로 조(Zoe)를 찾는다면 선형 탐색을 쓰면서 순서를 정반대로 해서 탐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이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이진 탐색으로 찾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정중앙의 집에 먼저 노크하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다면 거리에 있는 집 중 절반은 바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는, 다음 주소에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 배틀십(Battleships) 게임을 다시 해 봐도 좋다.
http://csunplugged.org/sites/default/files/activity_pdfs_full/unplugged-06-searching_algorithms.pdf

1차시에서는 이 게임을 할 때 선형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차별화 및 확장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진 탐색 방법을 이해하고 이진 탐색을 나타내는 일련의 명령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진 탐색을 나타내는 명령문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주어진 서식을 사용해 알아맞히기 게임의 코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몇
몇의 학생들은 도움을 따로 받지 않고도 알아맞히기 게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IT-생각하기 4.3.4를 해 오도록 한다.

다음 권장 차시
4단원 4차시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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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4.3.1
매번 범위를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500이라는 값을 제시하면 1~499와 501~1000이라는 두 개의 범위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확인해야 할 숫자가 500개로 줄어든다. 두 번째 숫자를 추측한 다음엔 확인할 숫자가 다시 250개로 줄어
든다. 세 번째 추측에는 125개, 네 번째에는 62개, 다섯 번째에는 31개, 여섯 번째에는 15개, 일곱 번째에는 7개, 여덟 번째에
는 3개, 아홉 번째에는 1개가 된다. 따라서 열 번 이하로 추측해서 숫자를 알아맞힐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IT-계획하기 4.3.2
학생들이 쓴 답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측한 값은 하한값과 상한값의 중간 지점이다. 하한값 + (상한값-하한값) / 2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계산식이다. 좀 덜 직
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더 간단한 다른 계산식으로는 (하한값 + 상한값) / 2가 있다.
만약 추측한 값이 실제 값보다 크다면 다음 상한값은 추측한 값이 된다.
만약 추측한 값이 실제 값보다 작다면 다음 하한값은 추측한 값이 된다.

IT-컴퓨팅하기 4.3.3

스크래치 4.2B가 동작 코드이다.

IT-생각하기 4.3.4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만 한다.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에는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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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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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4.3.1

이진 탐색이 무엇인지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

반복(iteration)은 반복문 등의

이진 탐색이 무엇인지 설명하

IT-계획하기 4.3.2

설명한다.

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

여야 한다.

IT-생각하기 4.3.4

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

을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

을 인식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이용해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해답: 76쪽

상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4.3.2

적절히 도움을 받아 이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변수 범위의 효과를 안다. 예를

적절히 도움을 받아 이진 탐색

IT-컴퓨팅하기 4.3.3

진 탐색을 코딩한다.

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

을 코딩하기를 권장한다.

해답: 76쪽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

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

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

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

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 반복문(‘while’)과 사후 검사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반복문(‘until’) 간의 차이를 이해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

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

발한다.

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IT-계획하기 4.3.2

도움 없이 이진 탐색을

(위 참조)

(위 참조)

도움 없이 이진 탐색을 코딩할

IT-컴퓨팅하기 4.3.3

코딩한다.

수 있다.

해답: 76쪽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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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4차시

알아두기
검색 공간이 증가하면 선형 탐색에서는 필요한 확인 횟수가 직선 모양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진 탐색에서는 검색 공간이 증가
할 때 확인 횟수가 대수적으로(로그 함수 모양으로) 증가한다.

평균 확인 횟수

20

선형 탐색

15
10
5

이진 탐색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검색 공간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경험을 토대로 비교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비교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선형 탐색 및 이진 탐색의 평균 ‘확인’ 횟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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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수학: 그래프, 선을 표현하는 공식, 로그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64~65쪽
워크시트 4.4A: 케빈 베이컨의 영화
엑셀 4.4A: IT-컴퓨팅하기 4.4.3와 함께
엑셀 4.4B: IT-컴퓨팅하기 4.4.3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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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케빈 베이컨의 영화, 워크시트 4.4A
워크시트 4.4A를 나눠주고 처음에는 워크시트의 맨 앞쪽만 볼 수 있게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워크시트의 다음

쪽을 보게 한다. 두 번째 리스트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 질문에 답하게 한다. 그
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답하기가 더 쉬웠는지,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 데이
터가 순서대로 정렬된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데이터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면 선형 탐색보다 나은 이진 탐색 등의
다른 검색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비교하기, 엑셀 4.4A
학생들에게 이진 탐색 및 선형 탐색을 직접 해 보고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정보를 읽게 하고,
적절한 시점에 IT-생각하기 4.4.1을 진행한다. 그다음 IT-컴퓨팅하기 4.4.2를 진행한다.
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각자 작업해도 좋고 짝을 지어도 좋다. 또는 학급 전체가 함께 공동 작업해 엑셀 4.4A에 다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학생 중 반은 워크시트 ‘1-30’을 다루고 나머지 반은 ‘100-3000’을 다루면 된다. 그다음 f에서 i
를 학급 전체와 함께 진행한다.
비교적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웹 페이지를 강화하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코드를 만져보게 해도 좋다. 자바스크립트 코
드를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면 코드를 검토 및 편집할 수 있다. 앞에는 6천 개 이상의 학교가 하드 코딩(hard code)되어 있어
서 스크롤 해 넘겨야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익숙할 것이다. 코드 편집을 시도해 보게 한다.

총정리
IT-컴퓨팅하기 4.4.2에서 f, g, h, i 부분의 결과에 대해 함께 토의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번째 항목을 찾을 때는 선형 탐색으로 최선의 결과를, 마지막 항목을 찾을 때는 가장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진 탐색에서는 단계마다 검색 위치 중 반을 버리지만, 선형 탐색
에서는 한 항목씩만 버린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검색 조사 작업의 데이터를 편집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이진 탐색 패턴의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 집합이 클 때는 이진 탐색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것이다.

숙제
만약 리스트에 항목이 10억 개 있을 경우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몇 번 확인해야 할까?

다음 권장 차시
4단원 5차시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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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4.4.1
만약 해당 항목이 리스트 맨 처음에 있다면 선형 탐색으로는 한 번 만에 찾을 수 있지만 이진 탐색으로는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야 한다. 반대로 항목이 리스트 맨 끝에 있다면 선형 탐색을 사용하면 해당 항목을 찾을 때까지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해야 하지
만, 이진 탐색을 사용하면 모든 항목 중 일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IT-컴퓨팅하기 4.4.2
엑셀 4.4B에 ‘완벽한’ 예시 결과 그래프가 나와 있다. 학생들이 이 정도로 잘 들어맞는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켜 보게 한다.
여러 실험 결과에서 나온 값을 평균해 보면, 리스트에 항목이 3000개 있을 때는 이진 탐색이 선형 탐색보다 눈에 띄게 빠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집합이 작을 때는 그 차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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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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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4.4.2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경

해답: 80쪽

을 경험을 토대로 비교

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

어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

험을 토대로 비교할 수 있어

워크시트 4.4A

할 수 있다.

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

래밍 구조에 의존할)과는 다르

야 한다.

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다는 점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대한 여러 서로 다른 알고리즘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

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
화할 때 정보가 걸러지기도 한다
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
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
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
낸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4.4.1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

(위 참조)

(위 참조)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을 비

IT-컴퓨팅하기 4.4.2

을 비교하고 주어진 상

교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

해답: 80쪽

황에서 어느 것이 나은

느 것이 나은지 설명할 수

워크시트 4.4A

지 설명할 수 있다.

있기를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4.4.1

선형 탐색 및 이진 탐색

(위 참조)

(위 참조)

선형 탐색 및 이진 탐색의

IT-컴퓨팅하기 4.4.2

의 평균 ‘확인’ 횟수를 수

평균 ‘확인’ 횟수를 수학적

해답: 80쪽

학적으로 나타내는 그래

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

프를 그린다.

릴 수 있다.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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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본 차시는 학생용 교재의 4단원 5차시 및 6차시 초반을 다루고 있다.

알아두기
원래는 스크래치 등의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교재의 목적이지만, 파이선 등의 텍스
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해결해도 좋다. 본 교재에 두 종류 모두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리스트에서 특정 이름을 찾을 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 리스트에서 특정 이름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 특정 이름이 리스트에 없음을 밝히는 프로그램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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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절차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66~67쪽 (4.5 및 4.6)

핵심 용어
Dictionary(사전)

워크시트 4.5A: Aintarlung
워크시트 4.6A: 스크래치 2.0에서 맞춤법 검사기 만들기
스크래치 4.6A: 맞춤법 검사기 만들기 – 골격 프로그램
텍스트 파일 4.6A: 17글자 길이 단어의 사전
워크시트 4.6B: 파이선 버전 3에서 맞춤법 검사기 만들기
텍스트 파일 4.6B: 사전
텍스트 파일 4.6C: 문단
파이선 4.6A: 맞춤법 검사기 만들기 – 골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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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Aintarlung
워크시트 4.5A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본 활동에서 모든 단어를 사전과 대조하며 확인하게 된다. 만약 단어가 사전에 있다면 그

단어는 철자가 옳지만, 단어가 사전에 없다면 철자에 틀린 점이 있는 것이다. 맞춤법 검사기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본 차시 및 다음 차시에서는 도전 과제, 즉 맞춤법 검사기 프로그래밍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을 알
려 준다.

주요 활동 1: 이진 탐색 실행하기
맞춤법 검사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용 교재를 통해 이진 탐색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IT-생각하기 4.5.1 및 IT-생각하기 4.5.2를 학급 전체가 함께 진행하고 다음으로 IT-계획하기 4.5.3 및 IT-계획하기 4.5.4를 진행

한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시작하기, 워크시트 4.6A, 스크래치 4.6A, 텍스트 파일 4.6A, 워크시트 4.6B,
텍스트 파일 4.6B, 텍스트 파일 4.6C, 파이선 4.6A
학생용 교재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IT-생각하기 4.6.1 및 IT-생각하기 4.6.2를 학급 학생들과 함께 의논
한다.
IT-컴퓨팅하기 4.6.3을 시작한다. 맞춤법 검사기 프로그래밍을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것인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것인지 학생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다면 워크시트 4.6A 및 스크래치 4.6A를 제공한다. 17글자 길이 영단어 리스트인 텍스
트 파일 4.6A를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다면 워크시트 6.4B, 텍스트 파일 4.6B, 텍스트 파일 4.6C 및 파이선 4.6A(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html 파일을 작성하는 골격 프로그램)를 제공한다. 맞춤법 검사를 실행하는 부분의 코드를 프로그램 중간에 작성해
야 한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려는 학생들은 파이선으로 리스트 및 호출 기능 등의 코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코딩을 시작하기 전 해답을 설계하는 시간을 최소한 10분 정도 가지게 한다. 코딩은 본 차시에 시작해 다음 차시에
마치게 된다. 이진 탐색과 선형 탐색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지일지 주의하여 생각해 보게 한다. 어느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되도록 이진 탐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이 더 나은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총정리: Candidate for a Pullet Surprise
학생용 교재에 있는 시 Candidate for a Pullet Surprise를 읽어 보게 한다. 그다음 조별로 IT-생각하기 4.6.4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을 2분 준다. 토의한 내용을 조별로 발표해 보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진 탐색의 중간값을 계산하고 다음 검색 영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 검색

위치에서 검색 대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지 파악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철자가 틀린 단어를 전부
찾아내고 해결 과정을 인지할 것이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을 완성하고 검색 영역 안에 없는 검색 대상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알
고리즘을 수정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 관해서는 6차시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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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숙제
프로그램 작업을 계속하거나, 필요할 때 메모할 수 있도록 인쇄해 오게 한다. 다음 차시에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진행하기 위
한 과제이다.

다음 권장 차시
4단원 6차시

정답 및 풀이
워크시트 4.5A
Goftug Lrerz Malreti Abbl Goftug Gotun Malreti Lrerz Nanfug. Malreti Pundes Nanfug Malroti Goftug Malreti
Pundes Lrerz Malreti Goftug Nanfug Malreti? Lerrz, Goftug Nanfug Lrerz Goftug Abble Pandres Goftug Nanfug
Goftug. Malreti Lrerz “Abbl GOftug Malreti!” Lrerz Malreti Lrerz Abdl Nanfug Nanfug Lrerz Malreti.
주의 사항: ‘Aintarlung’은 ‘Alan Turing(앨런 튜링)’의 이름에서 철자를 뒤섞은 것이다.

IT-생각하기 4.5.1
(끝 지점 + 시작 지점) / 2
또는
(11 + 1) / 2

IT-생각하기 4.5.2
해미시가 리스트에 없다.

IT-계획하기 4.5.3
searchedName='Hamish'				

검색하는 이름='해미시'

upperBound=endOfList 				

상한값=리스트 마지막

midPoint=(upperBound+lowerBound)/2		

중간값=(상한값+하한값)/2

lowerBound=startOfList 				
WHILE Houses[midpoint]!=searchedName		

IF Houses[midpoint]<searchedName THEN

하한값=리스트 처음

WHILE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IF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THEN

		 upperBound=midPoint - 1		

		상한값=중간값 - 1

		 lowerBound=midPoint + 1		

		하한값=중간값 + 1

ELSE						
END IF						
midpoint=(upperBound+lowerBound)/2

PRINT("Hamish lives at the house number"+mid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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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END IF

중간값=(상한값+하한값)/2)

PRINT("해미시는 다음 호수에 산다"+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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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획하기 4.5.4
searchedName='Hamish'					
upperBound=endOfList 					
lowerBound=startOfList
midpoint=(upperBound+lowerBound)/2
				
WHILE Houses[midpoint]!=searchedName		
IF Houses[midpoint]<searchedName THEN
		 upperBound=midPoint - 1		
ELSE
		 lowerBound=midPoint + 1		
END IF
midpoint=(upperBound+lowerBound)/2
END WHILE
IF upperBound=lowerBound AND Houses[midpoint]!=searchedName
PRINT("Hamish does not live in this street")
ELSE
PRINT("Hamish lives at house number"+midPoint)
END IF
검색하는 이름='해미시'
상한값=리스트 마지막

하한값=리스트 처음

중간값=(상한값+하한값)/2

WHILE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IF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THEN

		상한값=중간값 - 1
ELSE

		하한값=중간값 + 1
END IF

중간값=(상한값+하한값)/2

END WHILE

IF 상한값=하한값 AND 집[중간값]!=검색하는 이름
ELSE
END IF

PRINT("해미시는 이 거리에 살지 않는다")

PRINT("해미시는 다음 호수에 산다"+중간값)

IT-생각하기 4.6.1
단어가 리스트에 없을 때.
틀린 맞춤법이 리스트의 다른 단어 맞춤법과 같을 때(예: there과 their).

IT-생각하기 4.6.2
이진 탐색. 데이터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 리스트의 크기가 매우 클 수 있으며, 리스트에서 검색하는 단어 위치가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T-생각하기 4.6.4
맞춤법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류를 잡아내려면 문법 검사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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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4단원-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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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워크시트 4.5A

리스트에서 특정 이

컴퓨팅 사고력을 반영하는 알

반복(iteration)은 반복문 등의 과

리스트에서 특정 이름을 찾

IT-생각하기 4.5.1

름을 찾을 때 이진

고리즘(분류·검색 목적의 알

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을 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IT-생각하기 4.5.2

탐색 알고리즘을 적

고리즘 등)을 이해한다. 논리

알고 있다. 같은 문제에 여러 다른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84쪽

용할 수 있다.

적으로 사고하여 같은 문제에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

대한 서로 다른 여러 알고리즘

한다. 체계화된 표기법을 이용해

의 유용성을 비교한다.

해답을 표현한다. 여러 상황에서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패턴 인식).

KS3,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4.6.1

맞춤법 검사기를 만

(위 참조)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 때 검

IT-생각하기 4.6.2

들 때 검색 알고리즘

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색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

IT-생각하기 4.6.4

을 어떻게 적용하는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해답: 85쪽

지 설명한다.

점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
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
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
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
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4.5.3

이진 탐색 알고리즘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변수 범위의 효과를 안다. 예를 들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

IT-생각하기 4.6.2

을 사용해 리스트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

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에서

해 리스트에서 특정 이름을

해답: 84~85쪽

서 특정 이름을 찾는

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달(parameter passing)을 이해

기를 권장한다.

있다.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

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사 반복

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문(‘while’)과 사후 검사 반복문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until’)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IT-계획하기 4.5.3

이진 탐색 알고리즘

(위 참조)

(위 참조)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

IT-계획하기 4.5.4

을 사용해 특정 이름

해 특정 이름이 리스트에 없

IT-생각하기 4.6.2

이 리스트에 없음을

음을 밝히는 프로그램을 만

해답: 84~85쪽

밝히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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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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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맞춤법 검사기 작성에 검색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권장 목표
스크래치에서 특정 단어를 검사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코딩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텍스트 프로그램에서 산문을 검사하는 간단한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기술을 안전하게 또 존중·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다. 부적
절 콘텐츠, 또는 접촉, 행위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68~69쪽
인터랙티브 4.6A: 단원 퀴즈 마무리
스크래치 4.6B: IT-컴퓨팅하기 4.6.3
스크래치 4.6C: IT-컴퓨팅하기 4.6.3의 이진 탐색 미완성 버전
파이선 4.6B: IT-컴퓨팅하기 4.6.3의 선형 탐색 미완성 버전
파이선 4.6C: IT-컴퓨팅하기 4.6.3의 이진 탐색 미완성 버전

핵심 용어
Dictionary(사전)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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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어디까지 했었지?
학생들이 두 명씩 조를 짜고, 지난 차시의 코드를 짝에게 설명하도록 2분의 시간을 준다. 짝은 설명을 듣고 코드를 이해할 때
까지 필요한 질문을 한다. 그다음 서로 역할을 바꾸어 다시 2분간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 도전 과제(계속)
IT-컴퓨팅하기 4.6.3을 이어 진행한다.

총정리: 단원 퀴즈 마무리, 인터랙티브 4.6A
단원 퀴즈 마무리인 인터랙티브 4.6A를 진행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아 리스트에서 단어의 위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을 것이

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리스트에서 단어의 위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
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리스트에서 단어의 위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본 차시에는 숙제가 없다.

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4.6.3
스크래치 2.0에서 선행 탐색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다.

스크래치 4.6B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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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2.0에서 이진 탐색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다.

스크래치 4.6C가 동작 코드이다.

다음은 파이선 버전 3에서 선형 탐색을 나타낸 예시 답안이다.
#순차 탐색하기
def sequentialSearch(textToCheck, wordList):
flag=0
for word in textToCheck:
if word not in wordList:
print("사전에"+word+"이(가)없습니다.")
flag=1
if flag==0:
print("철자가 맞습니다.")
#사전을 리스트로 변환
myFile=open('Dictionary.txt', 'rt')
wordList=[]
for line in myFile:
wordList.append(line.strip())
myFile.close()
#텍스트 문서를 리스트로 변환
fileToCheck=open('textFile.txt', 'rt')
textToCheck=[]
for line in fileToCheck:
sentence=line.split()
for word in sentence:
textToCheck.append(word)
fileToCheck.close()
sequentialSearch(textToCheck, wordList)

파이선 4.6B가 동작 코드이다.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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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검색

다음은 파이선 버전 3에서 이진 탐색을 나타낸 예시 답안이다.
#이분 탐색하기
def binary_Search(textToCheck, wordList):
flag=0
for word in textToCheck:
upperBound=len(wordList)-1
lowerBound=0
midPoint=int((upperBound+lowerBound)/2)
while (wordList[midPoint] != word and upperBound != lowerBound) :
if wordList[midPoint] < word:
lowerBound=midPoint+1
else:
upperBound=midPoint-1
midPoint=int((upperBound+lowerBound)/2)
if upperBound==lowerBound and wordList[midPoint] != word:
print("사전에"+word+"이(가) 없습니다.")
flag=1
if flag==0:
print("철자가 맞습니다.")
#사전을 리스트로 변환
myFile=open('Dictionary.txt', 'rt')
wordList=[]
for line in myFile:
wordList.append(line.strip())
myFile.close()
#텍스트 문서를 리스트로 변환
fileToCheck=open('textFile.txt', 'rt')
textToCheck=[]
for line in fileToCheck:
sentence=line.split()
for word in sentence:
textToCheck.append(word)
fileToCheck.close()
binary_Search(textToCheck, wordList)
파이선 4.6C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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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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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4.6.3

스크래치에서 특정 단어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변수 범위의 효과를 안다. 예를

스크래치에서 특정 단어를

해답: 89~90쪽

를 검사하는 맞춤법 검

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들어 지역 변수는 해당 영역 외

검사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워크시트 4.6B

사기를 코딩할 수 있다.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

에서는 접근되지 않는다. 매개

코딩할 수 있다.

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

변수 전달(parameter passing)

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

을 이해하며 적용한다. 사전 검

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 반복문(‘while’)과 사후 검사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반복문(‘until’) 간의 차이를 이해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

하고 이를 사용한다. 오류 발견

발한다.

과 수정에 모듈화 방법을 적용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4.6.3

텍스트 프로그램에서

(위 참조)

(위 참조)

텍스트 프로그램에서 산문

해답: 89~90쪽

산문을 검사하는 간단

을 검사하는 간단한 맞춤법

워크시트 4.6B

한 맞춤법 검사 프로그

검사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램을 코딩할 수 있다.

있다.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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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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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데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웨어를 알고 있으며, 네트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워킹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SMTP, iMAP,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POP, FTP, TCP/IP)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과 온라인 서비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의

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식별 및 신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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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알아두기
본 단원은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②』 6단원 학습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이메일의 근원지와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응용 계층이 응용 프로그램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추상화한다는 점을 안다.

성취 가능 목표
주어진 상황에서 POP3와 IMAP 중 어느 프로토콜이 더 나은지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가 추상화 계층을 거쳐 물리적 네트워크에 도달한 다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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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떠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70~83쪽

Communication protocol(통신 프로토콜)

파워포인트 5.1A: 프로토콜 통신 규약

Internet protocol suite(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

워크시트 5.1A: 프로토콜 통신 규약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간이

워크시트 5.1B: POP 대 IMAP 역할놀이

전자우편 전송 프로토콜)

인터랙티브 5.1A: 용어를 기억합시다!

IMAP (Internet Mail Access Protocol, 인터넷

워크시트 5.1C: 프로토콜

전자우편 접속 프로토콜)
POP (Post Office Protocol,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FTP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 프로토콜)

강의 노트
시작하기: 프로토콜 통신 규약, 파워포인트 5.1A, 워크시트 5.1A
파워포인트 5.1A를 보여준다. 파워포인트에는 여러 종류의 인사법이 소개되어 있다. 워크시트 5.1A에서 잘라낸 카드를 학생들

에게 한 장씩 나눠준다. 카드는 총 16장인데, 농담 쌍이 제대로 분배만 된다면 활동을 계속 반복해도 좋다.
다음으로 할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입을 열면 안 된다. 학생들이 받은 카드에는 농담의 첫 대목이 쓰여 있거나 그 농담에서 웃
긴 부분이 쓰여 있다. 학생들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서로에게 각자의 카드에 쓰인 인사법으로 인사하면서, 같은 농담의 나머
지 반을 누가 가졌는지 찾아다니게 된다. 짝을 찾고 나면 이제 입을 열어 함께 그 농담을 읽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학생용 교재를 통해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한다.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②』 6단원 학습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게 한다.

주요 활동 1: SMTP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SMTP를 소개한다. SMTP가 이메일을 컴퓨터에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메일 서버 쪽으로 보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후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이 올바른 계정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지를 우체통에서 모아 와서 수신인의 집
이 아니라 우편물 분류 사무소로 가져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학생들이 IT-생각하기 5.1.1과 IT-컴퓨팅하기 5.1.2를 해결하게 한다.
http://whatismyipaddress.com/trace-email 등의 웹 기반 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소스(email source)를 검색할 수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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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네트워크와 놀기

주요 활동 2: IMAP 대 POP, 워크시트 5.1B
학생용 교재를 통해 POP와 IMAP의 차이를 소개한다. 하지만 아직 각각의 장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그 대신 학
생 네 명을 데리고 POP와 IMAP 프로토콜의 차이점을 보여 주는 역할놀이를 해 보게 한다. 워크시트 5.1B에 있는 ‘역할 카드
(Role card)’를 사용해 학생들 각자에게 역할을 분배한다. 한 명에게 ‘컴퓨터 사용자 1’과 ‘휴대 전화 사용자 1’을, 다른 학생에
게는 ‘컴퓨터 사용자 2’와 ‘휴대 전화 사용자 2’를 준다. 모든 이메일을 세 부씩 복사해 ‘메일 서버 1’에 놓고, 한 부씩 더 복사해
‘메일 서버 2’에 둔다. ‘컴퓨터 사용자 1’, ‘휴대 전화 사용자 1’, ‘메일 서버 1’은 모두 IMAP를, ‘컴퓨터 사용자 2’, ‘휴대 전화 사
용자 2’, ‘메일 서버 2’는 POP를 사용한다. 각 컴퓨터 사용자와 휴대 전화 사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
나는지 학생들이 직접 나타내 보게 한다.
‘컴퓨터 사용자 1’이 IMAP 프로토콜을 사용해 이메일을 요청할 때 ‘IMAP 프로토콜’은 ‘메일 서버 1’에 가서 요청된 이메일을
가져오게 된다. ‘메일 서버 1’에는 아직 이메일 복사본이 남아 있다. 그다음 ‘휴대 전화 사용자 1’이 마찬가지로 IMAP
프로토콜을 사용해 같은 이메일을 가져올 수 있다. 서버에는 계속 복사본이 남아 있다.
‘컴퓨터 사용자 2’에서 POP 프로토콜을 사용해 이메일을 요청하면 ‘POP 프로토콜’은 ‘메일 서버 2’에서 이메일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메일 서버 2’에는 메일 복사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 전화 사용자 2’가 이메일을 확인하려
하면 돌아오는 것이 없게 된다. 다운로드에 걸리는 시간을 보려면 ‘POP’에 요청해 첨부파일이 있는 이메일은 조금 더 늦게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역할놀이를 멈추고 각 프로토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IT-생각하기 5.1.3을 진행한다.

총정리: 용어를 기억합시다!, 인터랙티브 5.1A
인터랙티브 5.1A를 진행한다. 본 차시에서 배운 약어를 복습하는 활동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적절한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 이메일의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사용

프로토콜을 변경하는지 또한 프로토콜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왜 해당
프로토콜을 선택하는지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워크시트 5.1C를 숙제로 완성해 오게 한다. 본 차시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이다.

다음 권장 차시
5단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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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5.1.1
보내는 사람: Carl Tuland
받는 사람: George Rouse<computersciencegeek@outlook.org>

워크시트 5.1C
1 데이터 교환 시의 충돌을 피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프로토콜이 없다면 서버
소유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2 SMTP(간이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두 서버 간 이메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인터넷 표준이다.

3 a) POP는 클라이언트 간 이메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IMAP 클라이언트가 이메일 메시지의 복사본 또는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다운로드하면 서버에 원본 메시지가 남아 있다. 즉 다른 IMAP 클라이언트들도 같은 메시지를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반면 POP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다운로드하면 서버에서 해당 메시지는 삭제되고, POP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자기 컴퓨터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데 관한 책임을 지게 된다.

b) POP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이메일을 다운로드받고 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메일을 로컬(자신의 컴퓨터)에 백업 및 보관하기가 훨씬 쉽다.
■ 이메일의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 로컬에 저장된 이메일을 더 신속히 검색할 수 있다.
POP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여러 기기에서 이메일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 하드 디스크가 손상되면 이메일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일까지 전부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 복사본 저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메일은 보통 이메일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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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TP는 인터넷에서 웹 호스팅 계정 등의 계정에 이미지나 다른 파일을 업로드하는 쉽고 빠른 방법이다. 웹상의 계정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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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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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5.1.3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허브, 라우터, 스위치 등의 하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작업

워크시트 5.1C

작업을 하기 위해 컴퓨

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과 같

웨어를 알고 있으며, 네트워킹

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여

터에서 여러 프로토콜

은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

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는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토콜 명칭(SMTP, iMAP, POP,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해한다.

어떠한 통신 및 공동 작업 기회

FTP, TCP/IP)을 알고 있다. 정보

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
게 이용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KS3, 글머리 기호 5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

있다.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
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5.1.1

이메일의 근원지와 경

(위 참조)

(위 참조)

이메일의 근원지와 경로를

해답: 95쪽

로를 추적할 수 있다

추적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IT-컴퓨팅하기 5.1.2
IT-생각하기 5.1.3

KS2, 글머리 기호 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주어진 상황에서 POP3와

와 IMAP 중 어느 프로

IMAP 중 어느 프로토콜이

토콜이 더 나은지 판단

KS3, 글머리 기호 5

더 나은지 판단 및 결정할

및 결정할 수 있다.

(위 참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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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학생용 교재의 5단원 2차시를 두 차시에 걸쳐 다룬다.

알아두기
본 차시에서 학생들은 간단한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축하게 된다.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 컴퓨터 기기, 스위치, 액세스 지점
(access point), 케이블 등을 구비하면 좋다. 시스코(CISCO) 패킷 트레이서 등 인터넷에 있는 시뮬레이터나 패킷 트레이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디지털 기기의 MAC 주소에 접속할 수 있다.
십육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 버스형, 별형 및 링형을 설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MAC 주소에서 생산자 부분을 확인하여 네트워크 카드의 제조자를 알아낼 수 있다.
수를 십진법, 십육진법, 및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 버스형, 별형 및 링형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축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한 이진수 더하기를 수행한다.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76~83쪽
워크시트 5.2A: IP 주소 알아보기
워크시트 5.2B: 십육진수

핵심 용어
MAC address(MAC 주소)

Hexadecimal(십육진법)

Wireless access point(무선 액세스 포인트)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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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IP 주소 찾기, 워크시트 5.2A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IP 주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IP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보여 준다. 그다음 IT-생각하기 5.2.1과 IT컴퓨팅하기 5.2.2를 진행한다. 워크시트 5.2A는 IT-컴퓨팅하기 5.2.2의 보충 활동이다.

주요 활동 1: MAC 주소와 십육진수, 워크시트 5.2B
학생들은 이제 IP 주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IP 주소는 특정 기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네트워크에서 어느 기기가 어느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MAC
주소를 설명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음의 비디오 중 하나를 수업시간에 보여 줘도 좋다.
www.youtube.com/watch?v=xV71UBjlhjo MAC 주소를 포함해 네트워크에 대해 다루는 1분 20초 길이의 영상.
www.youtube.com/watch?v=7W07vA4oHCk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다.

getmac 명령어를 사용해 기기의 MAC 주소를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 준다. MAC 주소가 ‘물리 주소(Physical Address)’로
분류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다음 IT-컴퓨팅하기 5.2.3을 진행한다.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에서 MAC주소를 찾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67309&memberNo=9091277
MAC 주소는 십육진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학생용 교재를 통해 십육진수 그리고 십육진수와 십진수 간의
변환을 설명한다. 그다음 IT-생각하기 5.2.4, IT-생각하기 5.2.5, IT-생각하기 5.2.6을 진행한다. 워크시트 5.2B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이다. MAC 주소의 처음 여섯 자리는 생산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사이트에서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다.
www.adminsub.net/mac-address-finder/bcf5ac

여덟 자리의 이진수보다는 두 자리의 십육진수를 기억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컴퓨팅 영역에서는 십육진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본 활동을 마무리한다.

주요 활동 2: 네트워크 접속 형태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주요 네트워크 접속 형태(network topology) 즉 버스형, 별형 및 링형 접속 형태를 소개한다. 각각이
어떻게 설치되며 데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이 충분하고 활동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면 CS Unplugged 페이지(http://csunplugged.org/routing-anddeadlock)의 ‘The Orange Game(오렌지 게임)’을 통해 각 접속 형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데이터 충돌은 어느

형태에서 발생하는지 보여 줄 수 있다. 처음에는 링형 접속 형태로 시작하고 다음으로 버스형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면
별형을 다룬다.

주요 활동 3: 도전 과제
IT-컴퓨팅하기 5.2.7 즉 도전 과제를 진행한다. 가능하면 케이블, 스위치, 액세스 지점, 기타 기기 등을 학생들에게 여러 종류

제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게 한다. CISCO 패킷 트레이서 등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도 된다.

총정리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해 보자. “만약 여러분이 영국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 미국 기반의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일까요? 해당 불법 행위 과정에서 아마도 데이터 패킷이 여러 국가를 거쳐 지나갔을 거예요.” 개리
맥키넌(Gary McKinnon)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는 영국에서 미국 정부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유로
미국 당국의 검거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은 데이터가 저장된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유럽 연합(EU) 외의
국가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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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기기의 MAC 주소를 찾아내고 십육진수를 십진수로, 십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십육진수를 이진수로, 이진수를 십육진수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여러
기기의 MAC 주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든 네트워크가 같은 방식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버스형, 별형

및 링형 네트워크 접속 형태에 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간단한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P2P(peer-to-peer) 네트워크, 블루투스(Bluetooth), 크롬캐스트(Chromecast) 등의 기타 연결기기에 관해 알아본 뒤
데이터 공유를 위해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6단원 1차시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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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5.2.2 / 워크시트 5.2A

도메인 이름

공인 IP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위치한 국가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위치한 도시

www.ebs.co.kr

1.234.74.10

한국

서울

www.naver.com

117.17.204.161

한국

서울

www.google.co.kr

172.217.6.67

미국

마운틴뷰

www.yahoo.co.jp

182.22.25.124

일본

도쿄

www.louvre.fr

89.185.38.136

프랑스

파리

IT-생각하기 5.2.4 / 워크시트 5.2B
a) 88:75:56 / CISCO
b) 8C:56:C5 / 닌텐도(Nintendo)
c) 90:49:FA / 인텔(Intel)
d) 94:63:D1 / 삼성전자
e) 00:12:5A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T-생각하기 5.2.5 / 워크시트 5.2A
a)
b)
c)
d)
e)

30
234
198
144
252

IT-생각하기 5.2.6 / 워크시트 5.2A
a)
b)
c)
d)
e)

A1
22
8A
1F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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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 2·3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자료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

WAN, LAN 등 네트워킹 컴퓨

디지털 기기의 MAC 주소에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를 이해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

한다. 이들의 목적과 작동 방식,

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MAC 주소를 이해하고 있다.

IT-생각하기 5.2.3

보고용 문구
디지털 기기의 MAC 주
소에 접속할 수 있다.

안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5.2.5

십육진수를 십진수로

이진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한

이진법과 십육진법 사이의 변환,

십육진수를 십진수로 변환

워크시트 5.2B

변환할 수 있다.

다. 이를 통해 이진 숫자와 십

이진 감산 등의 비트 패턴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00쪽

진 숫자를 서로 변환하고, 간단

해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압축

한 이진수 더하기를 수행한다.

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IT-컴퓨팅하기 5.2.7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압축
방법을 알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개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
는 것의 장점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 버스

버스형, 별형 및 링형을

형, 별형 및 링형을 설명할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

수 있어야 한다.

KS3, 글머리 기호 7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5.2.4

수를 십진법, 십육진법

(위 참조)

(위 참조)

수를 십진법, 십육진법 및

IT-생각하기 5.2.5

및 이진법으로 변환할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기

IT-생각하기 5.2.6

수 있다.

를 권장한다.

워크시트 5.2B
해답: 100쪽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 버스

버스형, 별형 및 링형

형, 별형 및 링형 각각의 장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

단점을 설명할 수 있기를 권

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5.2.7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

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설계

IT-컴퓨팅하기 5.2.7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다.

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축할

IT-컴퓨팅하기 5.2.7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
축한다.

수 있다.

2·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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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
서버 측 스크립트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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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 및 저장하는지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려면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1차시

알아두기
수업에 앞서 먼저 HTML 폼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www.codecademy.com/courses/web-beginner-en-Vfmnp/0/1에 튜토리얼이 있다. 또한, 다음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w3schools.com/html/html_forms.asp
폼 검증(form validation)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둬야 한다. 좋은 온라인 튜토리얼이 많이
있고 다음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www.w3schools.com/js/DEFAULT.asp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기본적인 HTML 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를 사용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검증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권장 목표
HTML 폼에 설정을 추가해 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
더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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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가능 목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성하여 복잡한 데이터 항목을 검증할 수 있다.
HTML을 사용해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웹 폼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
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기술을 안전하게, 정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부적절 한 콘텐츠, 또는 접촉이나 행위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84~91쪽
HTML 용어 사전
CSS 용어 사전
HTML 6.1A: 알림창 예시

핵심 용어
Wireframe(와이어프레임)
Data validation(데이터 검증)
Client-side script(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Javascript(자바스크립트)

HTML 6.1B: IT-컴퓨팅하기 6.1.4 예시 해답
HTML 6.1C: IT-컴퓨팅하기 6.1.8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웹 폼 디자인하기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 있는지 물어본다. 그다음 IT-생각하기 6.1.1과 IT-생각하기 6.1.2를 진행한다.
웹 폼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웹 폼이 HTML을 통해 작성되고 정보가 ‘웹사이트’에
전달된다는 점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검증 과정이 있으며 웹 서버가 제출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백 엔드(back end)로 처리한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본 차시에서 웹 가입 양식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한 뒤 IT-계획하기 6.1.3을 진행한다. 연필과 종이, 그래픽
소프트웨어, www.balsamiq.com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디자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자.

주요 활동 1: HTML 폼, HTML 용어 사전, CSS 용어 사전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HTML 폼에 대해 설명하고 IT-컴퓨팅하기 6.1.4를 진행한다. 모든 폼 요소에 id 및 이름 속성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7단원에서 처음 등장한 HTML 용어 사전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다.
HTML에 비교적 익숙한 학생들은 CSS를 사용해 스타일링을 추가하거나, CSS 또는 표를 사용해 폼을 더 전문적으로 배치해
볼 수도 있다. 필요하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7단원에서 처음 등장한 CSS 용어 사전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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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서버 측 스크립트

주요 활동 2: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팅, HTML 6.1A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출할 때 폼에 올바른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한다. 그다음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폼 검증을 설명한다. 페이지가 <form> 태그에서
onsubmit( ) 이벤트를 통해 제출될 때 알림창이 나타나는 웹 페이지를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보여 주면 좋다.
HTML 6.1A에 예시가 있다.
IT-컴퓨팅하기 6.1.5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HTML 문서의 <head> 태그의 <script>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먼저 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이어 IT-생각하기 6.1.6, IT-계획하기 6.1.7, IT-컴퓨팅하기 6.1.8을 진행하면 된다.

총정리: 왜 사용자의 기기에서 검증을 할까?
‘왜 사용자의 기기에서 검증을 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유도한다.
불필요한 인터넷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웹사이트 사용자에게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서버가 수신하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는 웹사이트에서도 사용자 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웹 서버에서 받는 정보를 검증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사용자의 기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꺼 놓았을 수도 있고 따라서 데이터가 제출 전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웹 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고 왜 이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은 간단한 HTML 폼을 설계 및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테이블 안에 폼 요소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CSS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폼을 배치하고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움을 약간 받으면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검증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폼 대부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이메일 검증 등에서 폼 전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더 복잡한 확인 과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IT-컴퓨팅하기 6.1.9를 해 오도록 한다. 학생들이 본 차시 수업 시간에 IT-컴퓨팅하기 6.1.8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HTML 6.1C를

함께 제공해 줘도 좋다.

다음 권장 차시
6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6.1.1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사이트를 꾸미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 계정이 있으면 내용을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거나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사용하기가
쉬울수록 여러분이 계속 사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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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웹사이트를 소유한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 때 여러분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개인정보는
웹사이트를 소유한 회사에는 매우 귀중하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팔거나 광고에 도움이 될 프로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트의 계정 수는 해당 사이트의 정기적 사용자 수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많을수록 회사를 매각하거나 주식 시장에 상장하려 할 때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다.

IT-생각하기 6.1.2
성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IT-컴퓨팅하기 6.1.4

first name (이름)			
surname (성)
sex (성별)
male (남성)				
female (여성)
email (이메일)
password (비밀번호)			
confirm password (비밀번호 확인)
Y7 (중학교1학년)
Y8 (중학교2학년)
Y9 (중학교3학년)
Y10 (고등학교1학년)
Y11 (고등학교2학년)
Y12 (고등학교3학년)
Submit Form (양식 제출)

<html>
<head>
<title>HTML 폼 예시</title>
</head>
<body>
<!-- action 속성은 2차시에서 다룹니다 -->
<form id="mainForm" name="mainForm" method="post" action="">
		
<lable for="firstName">이름</label>
		
<input id="firstName" name="firstName" type="text">
		 <br/>
		
<label for="surname">성</label>
		
<input id="surname" name="Surname" type="text">
		 <br/>
		
<label for="sex">성별:</label>
		
<label for="sex">남성</label>
		
<input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남성">
		
<label for="sex">여성</label>
		
<input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여성">
		 <br/>
		
<label for="email">이메일</label>
		
<input id="email" name="email" type="text">
		 <br/>
		
<label for="password">비밀번호</label>
		
<input id="password" name="password" type="password">
		 <br/>
		
<label for="password2">비밀번호 확인</label>
		
<input id="password2" name="password2" type="password">
		 <br/>
		
<label for="year">학년</label>
		
<select id="year" name="year">
			<option value="Y7">중학교1학년</option>
<option value="Y8">중학교2학년</option>
<option value="Y9">중학교3학년</option>
<option value="Y10">고등학교1학년</option>
<option value="Y11">고등학교2학년</option>
<option value="Y12">고등학교3학년</option>		
</select>
		 <br/>
		
<input id="submitButton" name="submitButton" type="submit"
		 value="양식 제출">
</form>
</body>
</html>
HTML 6.1B에 예시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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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서버 측 스크립트

IT-컴퓨팅하기 6.1.5
<html>
<head>
<title>HTML 폼 예시</title>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submitForm(){
		 alert("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
</script>
</head>
<body>
<!-- action 속성은 2차시에서 다룹니다 -->
<form id="mainForm" name="mainForm" method="post" action=""
onsubmit="submitForm();">
		
<label for="firstName">이름</label>
		
<input id="firstName" name="firstName" type="text">
		 <br/>
		
<label for="surname">성</label>
		
<input id="surname" name="surname" type="text">
		 <br/>
		
<label for="sex">성별:</label>
		
<label for="sex">남성</label>
		
<input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남성">
		
<label for="sex">여성</label>
		
<input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여성">
		 <br/>
		
<label for="email">이메일</label>
		
<input id="email" name="email" type="text">
		 <br/>
		
<label for="password">비밀번호</label>
		
<input id="password" name="password" type="password">
		 <br/>
		
<label for="password2">비밀번호 확인</label>
		
<input id="password2" name="password2" type="password">
		 <br/>
		
<label for="year">학년</label>
		
<select id="year" name="year">
			<option value="Y7">중학교1학년</option>
<option value="Y8">중학교2학년</option>
<option value="Y9">중학교3학년</option>
<option value="Y10">고등학교1학년</option>
<option value="Y11">고등학교2학년</option>
<option value="Y12">고등학교3학년</option>		
</select>
		 <br/>
		
<input id="submitButton" name="submitButton" type="submit"
		 value="양식 제출">
</form>
</body>
</html>

HTML 6.1A에 예시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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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6.1.6
아래는 예시 해답이다.

시작

x=이메일 값

atpos=마지막
마침표 위치 (@)

dotpos=마지막
마침표 위치 (.)

만약
atpos<1 OR
dotpos<atpos+2 OR
dotpos+2 >=
X의 길이

예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이라고 알린다

아니요

종료

제출 중지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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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서버 측 스크립트

IT-컴퓨팅하기 6.1.8
<html>
<head>
<title>HTML 폼 예시</title>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submitForm(){
		 //이 함수는 선택 가능한 검증 양식을 보여 줄 뿐입니다
		 //***폼을 완전히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폼을 제출 설정해 두고
		 //오류가 발견될 때만 수정하십시오
		
submit = true;
//텍스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예시
var firstName = document.forms['mainForm']['firstName'].value;
if ( firstName == ""){
		 alert("이름은 비워둘 수 없습니다");
		
submit = false;
}
// 두 입력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하는 예시
// 두 비밀번호 상자의 값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var password = document.forms['mainForm']['password'].value;
var password2 = document.forms['mainForm']['password'].value;
		
if (password != password2){
			alert("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submit = false;
		 }
		
//validateEmail 함수를 사용해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var email = document.forms['mainForm']['email'].value;
		
if (!validateEmail(email)){
			
submit = fale;
		 }
		
return submit;
}
//입력한 이메일을 검증합니다
function validateEmail(email){
		 //@ 부호의 위치를 찾습니다
		
var atpos = email.indexOf('@');
		 //마지막 .의 위치를 찾습니다
		
var dotpos = email.lastIndexOf('.');
		 //위 두 부호의 위치를 통해 실제 유효한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if (atpos<1 || dotpos < atpos + 2 || dotpos + 2 >= email.length){
			alert("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return false;
		 }
		 else{
			return true;
		 }
}
</script>
</head>
<body>
<!-- action 속성은 2차시에서 다룹니다 -->
<form id="mainForm" name="mainForm" method="post" action="receiveData.
php" onsubmit="">
		
<label for="firstName">이름</label>
		
<input id="firstName" name="firstName" type="text">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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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for="surname">성</label>
		
<input id="surname" name="surname" type="text">
		<br/>
		<label for="sex">성별:</label>
		<label for="sex">남성</label>
		
<input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남성">
		<label for="sex">여성</label>
		
<input id="sex" name="sex" type="radio" value="여성">
		<br/>
		<label for="email">이메일</label>
		
<input id="email" name="email" type="text">
		<br/>
		
<label for="password">비밀번호</label>
		
<input id="password" name="password" type="password">
		<br/>
		
<label for="password2">비밀번호 확인</label>
		
<input id="password2" name="password2" type="password">
		<br/>
		<label for="year">학년</label>
		
<select id="year" name="year">
<option value="Y7">중학교1학년</option>
		
<option value="Y8">중학교2학년</option>
<option value="Y9">중학교3학년</option>
<option value="Y10">고등학교1학년</option>
<option value="Y11">고등학교2학년</option>
<option value="Y12">고등학교3학년</option>
		</select>
		<br/>
		
<input id="submitButton" name="submitButton" type="submit"
		value="양식 제출">
</form>
</body>
</html>

HTML 6.1C에 예시 해답이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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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서버 측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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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6.1.3

기본적인 HTML 폼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검색 엔진이 결과 순위를 어떻

기본적인 HTML 폼을 사용

IT-컴퓨팅하기 6.1.4

사용할 수 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

게 매기는지 이해한다. HTML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05쪽

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CSS를 이용해 정적 웹 페이지를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트

목록, 표, 배열 등의 데이터 구

워크를 통한 디지털 컴퓨터 간의

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 이해한

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다. 그 예로는 IP 주소, 패킷 교환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등이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6.1.5

이벤트를 사용해 자

(위 참조)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

이벤트를 사용해 자바스크

해답: 106쪽

바스크립트 함수를

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

립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

고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야 한다.

호출할 수 있다.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
는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 및 저장하
는지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
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려면 온라
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
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6.1.5

기본적인 자바스크립

(위 참조)

(위 참조)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검

해답: 106쪽

트 검증 함수를 작성

증 함수를 작성할 수 있어야
KS3, 글머리 기호 10

할 수 있다.

한다.

기술을 안전하게, 정중하고 책
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부적절 콘텐
츠, 또는 접촉, 행위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6.1.3

HTML 폼에 설정을

(위 참조)

(위 참조)

HTML 폼에 설정을 추가해

IT-컴퓨팅하기 6.1.4

추가해 요소를 배치

요소를 배치할 수 있기를 권

해답: 105쪽

할 수 있다.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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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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6.1.5

더 복잡한 자바스크

(위 참조)

(위 참조)

더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함수

IT-생각하기 6.1.6

립트 함수를 작성할

를 작성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IT-계획하기 6.1.7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0

IT-컴퓨팅하기 6.1.8

(위 참조)

해답: 106~109쪽
IT-컴퓨팅하기 6.1.9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6.1.5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위 참조)

(위 참조)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성하

IT-생각하기 6.1.6

작성하여 복잡한 데

여 복잡한 데이터 항목을 검

IT-계획하기 6.1.7

이터 항목을 검증할

증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6.1.8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0
(위 참조)

해답: 106~109쪽
6.1.9 IT-컴퓨팅하기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IT-계획하기 6.1.3

HTML을 사용해 전문

(위 참조)

(위 참조)

HTML을 사용해 전문적인 느

IT-컴퓨팅하기 6.1.4

적인 느낌이 나는 웹

낌이 나는 웹 폼을 사용할 수

해답: 105쪽

폼을 사용할 수 있다.

있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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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서버 측 스크립트

2차시

알아두기
교사는 로컬 서버 설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버를 차시 시작 전에 설치해 둬도 되고, 학생들이 USB 드라이브에
스스로 자기 서버를 설치해도 된다. 서버를 각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려면 WampServer(www.wampserver.com)를
사용하면 좋다.
서버 측 스크립트 작성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 PHP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좋다. 코드카데미(Codecademy)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www.codecademy.com/tracks/php ) W3schools에 있는 참고 자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www.w3schools.com/PHP).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기본적인 서버 측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화면에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서버 측 스크립팅 및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팅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해한다.

권장 목표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제출한 데이터를 웹 서버에 출력할 수 있다.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반복문 및 함수를 사용해 더 복잡한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커스텀 HTML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기술을 안전하게, 정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부적절 콘텐츠, 또는 접촉, 행위를 식별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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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92~97쪽

핵심 용어
Server-side script(서버 측 스크립트)

HTML 용어 사전
CSS 용어 사전
6단원 로컬 웹 서버 설치하기 튜토리얼
6단원 로컬 웹 서버 설치하기 튜토리얼 (해설)
HTML 6.2A: IT-컴퓨팅하기 6.2.1 보조 자료
PHP 6.2A: IT-컴퓨팅하기 6.2.3 예시 해답
PHP 6.2B: IT-컴퓨팅하기 6.2.5 예시 해답
PHP 6.2C: IT-컴퓨팅하기 6.2.7 예시 해답
PHP 6.2D: IT-컴퓨팅하기 6.2.9 예시 해답
PHP 6.2E: IT-컴퓨팅하기 6.2.12 예시 해답
PHP 6.2F: IT-컴퓨팅하기 6.2.13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로컬 호스트, 6단원 로컬 웹 서버 설치하기 튜토리얼, 6단원 로컬 웹 서버 설치하기 튜토리얼 (해설)
웹 서버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물어본 뒤 칠판에 학생들의 대답을 기록한다. 웹 서버란 웹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접근되게
해 주는 컴퓨터라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그다음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학생들의 컴퓨터도 웹 서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로컬 서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IT-계획하기 6.2.1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USB 드라이브에 각자 자기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면 IT-컴퓨팅하기 6.2.2를 진행하고 6단원 로컬 웹 서버 설치하기 튜토리얼 및 6단원 로컬 웹 서버 설치하기
튜토리얼 (해설)을 사용해 학습 활동을 완료한다.

주요 활동 1: 서버 측 스크립트 사용하기 (PHP)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서버 측 스크립트를 설명하고, 서버 측 스크립트를 가동할 때 데이터가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논의한다. 서버 측 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본 차시에서는
PHP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PHP 스크립트의 기본 규칙을 알려 주고 학습 활동 6.2.3에서 6.2.12까지 진행한다.

주요 활동 2: 폼 사용해 웹 페이지에 제출된 데이터 탐색하기, HTML 6.2A, HTML 용어 사전, CSS 용어 사전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웹 서버에 제출된 데이터 탐색 방법을 보여 준다. $_POST[‘element_id’] 함수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다음 6.2.13을 진행한다. 지난 차시에서 웹 폼 작성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HTML
6.2A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HTML 표를 사용해 깔끔한 출력 결과를 만들어 보게 한다.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CSS를 사용해 출력 결과에
포맷과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HTML·CSS 용어 사전이 도움이 될 것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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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우리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웹 사이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다음의 이야기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소니(Sony), 해킹으로 7천700만명 정보유출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105&oid=001&aid=0005034505

해킹된 어도비DB 1억5000만 레코드, 온라인 유출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31108800003
어도비 도난 비밀번호는 해시(hash)된 것이 아니라 암호화(encrypt)되어 있었다 (암호화는 해킹에 비교적 취약하다) https://
www.csoonline.com/article/742570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해 본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믿을 수 있나요? 어도비나 소니 같은 큰 회사는?
믿을 수 없다면 웹 사이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어도비 비밀번호 도난 사건에서 몇 가지 무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백만 명 가까이 되는 고객들이 ‘123456’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십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용한 두 번째 흔한 비밀번호는 ‘123456789’였다.
삼십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용한 세 번째 흔한 비밀번호는 ‘password(비밀번호)’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www.zdnet.com/just-how-bad-are-the-top-100-passwordsfrom-the-adobe-hack-hint-think-really-really-bad-7000022782)
http://passwordsgenerator.net 같은 온라인 비밀번호 생성기를 통해 어떤 비밀번호가 보안에 강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왜 그 웹 호스팅 서비스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하고 웹 서버가 작동 중임을
보여 주는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하며, 또한 웹 서버가
올바르게 작동 중임을 보여 주는 웹 페이지를 다양한 기능을 넣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제출된 HTML 폼에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화면에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HTML 테이블을 사용해 제출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CSS 등을
이용해 출력 결과에 적절한 포맷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보안에 강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포스터 또는 소책자를 만들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6단원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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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계획하기 6.2.1
다양한 웹 호스팅 업체가 있다. 아래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의 예시이다.
www.cafe24.com
www.makeshop.co.kr
www.inames.co.kr
www.gabia.com
학생들은 대체로 가격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무료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제공 여부
제공하는 웹 스페이스(web space) 용량
대역폭
제공하는 메일함의 수
호스팅할 수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수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지
호스트의 위치

IT-컴퓨팅하기 6.2.3
<html>
<body>
<?php

echo "이름";
?>
</body>
</html>
PHP 6.2A가 동작 코드이다.

IT-생각하기 6.2.4
32

IT-컴퓨팅하기 6.2.5
<html>
<body>
<?php

$num1 = 20;
$num2 = 35;
$result = $num1 + $num2;
echo $result;

?>
</body>
</html>

PHP 6.2B가 동작 코드이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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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6.2.6
49

IT-컴퓨팅하기 6.2.7
<?php
function multiplyTwoNumbers($num1, $num2){
$result = $num1 + $num2;
return $result;
}
?>
<html>
<body>
<?php
$result = multiplyTwoNumbers(7,3);
echo $result;
?>
</body>
</html>
PHP 6.2C가 동작 코드이다.

IT-생각하기 6.2.8
Y는 X보다 크다

IT-생각하기 6.2.9
012345678910

IT-생각하기 6.2.10
반복문이 무한히 반복된다.

IT-컴퓨팅하기 6.2.11
<?php
function repeatString($string, $num){
$x = 0;
while ($x < $num){
		echo $string."<br/>";
		$x++;
}
}
?>
<html>
<body>
<?php
repeatString("여러분 안녕하세요", 10);
?>
</body>
</html>
PHP 6.2E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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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6.2.12
<?php
$firstName = $_POST["firstName"];
$surname = $_POST["surname"];
$sex = $_POST["sex"];
$email = $_POST["email"];
$password = $_POST["password"];
$password2 = $_POST["password2"];
$year = $_POST["year"];
?>
<html>
<body>
<table>
		<tr>
			
<td>이름:</td>
			<?php
			
echo "<td>".$firstName."</td>";
			?>
		</tr>
		<tr>
			
<td>성:</td>
			<?php
			
echo "<td>".$surname."</td>";
			?>
		</tr>
		<tr>
			
<td>성별:</td>
			<?php
			
echo "<td>".$sex."</td>";
			?>
		</tr>
		<tr>
			
<td>이메일:</td>
			<?php
			
echo "<td>".$email."</td>";
			?>
		</tr>
		<tr>
			
<td>비밀번호:</td>
			<?php
			
echo "<td>".$password."</td>";
			?>
		</tr>
		<tr>
			
<td>비밀번호 확인:</td>
			<?php
			
echo "<td>".$password2."</td>";
			?>
		</tr>
		<tr>
			
<td>학년:</td>
			<?php
			
echo "<td>".$year."</td>";
			?>
		</tr>
</table>
</body>
</html>
PHP 6.2F가 동작 코드이다. 예시 HTML 폼인 HTML 6.2A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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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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6.2.3

기본적인 서버 측 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기술을 안전하게, 정중하고 책임감

기본적인 서버 측 스크립트

IT-생각하기 6.2.4

크립트를 작성하고

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신분과

를 작성하고 화면에 정보를

해답: 115쪽

화면에 정보를 출력

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을 이해한다. 부적절한 콘텐츠, 또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

는 접촉이나 행위를 인식하고 신고

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6.2.1

서버 측 스크립팅 및

(위 참조)

(위 참조)

서버 측 스크립팅 및 클라이

해답: 115쪽

클라이언트 측 스크

언트 측 스크립팅이 어디에

IT-컴퓨팅하기 6.2.2

립팅이 어디에서 일

서 일어나는지 이해하여야

어나는지 이해한다.

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6.2.3

서버 측 스크립트를

(위 참조)

(위 참조)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IT-생각하기 6.2.4

사용해 제출한 데이

제출한 데이터를 웹 서버에

IT-컴퓨팅하기 6.2.5

터를 웹 서버에 출력

출력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해답: 115쪽

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6.2.6

데이터가 클라이언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서버

IT-컴퓨팅하기 6.2.7

트 서버와 웹 서버

와 웹 서버 사이에서 어떻게

IT-생각하기 6.2.8

사이에서 어떻게 이

이동하는지 이해하기를 권

IT-생각하기 6.2.10

동하는지 이해한다.

장한다.

IT-컴퓨팅하기 6.2.11
IT-컴퓨팅하기 6.2.12
해답: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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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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6.2.6

반복문 및 함수를 사

(위 참조)

(위 참조)

반복문 및 함수를 사용해 더

IT-컴퓨팅하기 6.2.7

용해 더 복잡한 서버

복잡한 서버 측 스크립트를

IT-생각하기 6.2.8

측 스크립트를 사용

사용할 수 있다.

IT-생각하기 6.2.10

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6.2.11
IT-컴퓨팅하기 6.2.12
해답: 116쪽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6.2.12

서버 측 스크립트

(위 참조)

(위 참조)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해답: 117쪽

를 사용해 커스텀

커스텀 HTML 코드를 작성

HTML 코드를 작성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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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클라이언트 측/서버 측 스크립트

3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 학습 활동에서는 다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문서 편집기
웹 브라우저
서버 측 스크립트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는 로컬 웹 서버
여러분은 SQL을 사용해 테이블을 만드는 데 능숙해야 한다. 다음 사이트에 튜토리얼이 있다.
www.w3schools.com/sql/sql_create_table.asp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학생용 교재에는 PHP 데이터 객체(PDO)
가 소개되어 있다. PDO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php.net/manual/en/book.pdo.php

기본적인 SQL SELECT 및 INSERT INTO 질의문 역시 충분히 이해해두어야 한다. 다음의 두 사이트에 튜토리얼이 있다.
www.w3schools.com/sql/sql_select.asp
www.w3schools.com/sql/sql_insert.asp

학습 목표
필수 목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계획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권장 목표
데이터 유형 및 크기를 고려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계획할 수 있다.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기술을 안전하게, 정중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접촉이나 행위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교과 외 연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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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98~101쪽

PHP 6.3B: IT-컴퓨팅하기 6.3.3 예시 해답

워크시트 6.3A: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

PHP 6.3C: IT-컴퓨팅하기 6.3.4 예시 해답

PHP 6.3A: IT-컴퓨팅하기 6.3.2 예시 해답

PHP 6.3D: IT-컴퓨팅하기 6.3.5 예시 해답

강의 노트
시작하기: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 워크시트 6.3A
IT-계획하기 6.3.1을 진행한다. 워크시트 6.3A는 해당 활동의 보충 자료이다. 학생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폼에서 전달된 모든

데이터를 필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필요한 데이터 유형 및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키 필드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주요 활동 1: 데이터베이스와 웹페이지를 연동하고 표 만들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웹페이지 연동 과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 과정을 짚어준다. 이 과정에서 IT컴퓨팅하기 6.3.2 및 IT-컴퓨팅하기 6.3.3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2: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삽입 및 탐색하기
학생용 교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을 짚어준다. IT컴퓨팅하기 6.3.4와 IT-컴퓨팅하기 6.3.5를 진행한다.

본 단원의 여러 학습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해 주면 좋다.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과제를 학생들이 어느새 완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총정리: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만약 데이터베이스를 도난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학생들이 예측해 보게 한다. 해커들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모든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데이터베이스가 도난당하더라도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 학생들 몇몇이 암호화를
생각해낼 것이다.
암호화 기술에 있어, 해커가 어느 암호화 방식(알고리즘)이 사용되었는지 알더라도 항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킹을 하려면 암호 키를 해독하거나 알고리즘의 중대한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해싱(hashing)을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서버를 통해 이 해싱된 비밀번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서버에 있는 비밀번호
진단기가 비밀번호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텍스트 형식의 비밀번호가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더라도
서버는 해싱된 비밀번호만 저장하면 되므로 서버 측에서 해싱을 실행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버전과 대조해 확인하려면
올바른 비밀번호를 다시 해싱해야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서버 텍스트 비밀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암호화(encryption)와 해싱은 원래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보안 목적으로 함께 사용될 때가 많다는 점을 이해
하도록 한다.
해싱 역시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어도 좋다. 인터넷에 다양한 레인보 테이블(rainbow table)이 있기
때문이다. 레인보 테이블이란 해커가 저장된 비밀번호에 대조할 수 있는 해싱 단어 테이블을 가리킨다. 그래서 대신 해싱(해싱
처리된 비밀번호)와 솔팅(salting, 임의 문자열)이란 기술이 함께 쓰인다. 해싱과 솔팅을 함께 사용하면 해싱된 비밀번호를
읽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다음 영상에 관련 설명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ZtInClXe1Q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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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기본키(primary key)의 필요성과 적절한 데이터 유형 및 크기를 고려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서버 측 스크립트를 통해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 일부를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데이터를 삽입 및 검색하는 완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숙제
본 차시에는 숙제가 없다.

다음 권장 차시
7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6.3.2
다음은 예시 해답이다.
<?php
$username = "admin";
$password = "x3CEcJVyTwTyw88B";
$host = "localhost";
$dbname = "db_users";
$options = array(PDO::MYSQL_ATTR_INIT_COMMAND => 'SET NAMES utf8');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실패하면 오류를 탐지하세요
try {
		
$db = new PDO("mysql:host={$host};dbname={$dbname};charset=utf8",
		
$username, $password, $options);
}
catch(PDOException $ex)
{
die("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ex->getMessage());
}
session_start();
?>
<html>
<body>
데이터베이스 연동 성공

</body>
</html>
PHP 6.3A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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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6.3.3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 섹션 구조의 예시이다.
$sql = "CREATE TABLE table_name(
field1 data_type(size),
field2 data_type(size),
field3 data_type(size));"

그리고 다음은 예시 코드이다.
$sql = "CREATE TABLE countries(
countryID int,
countryName varchar(25),
population int,
continent varchar(25));"
PHP 6.3B에 전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다.

IT-컴퓨팅하기 6.3.4
<?php
//데이터베이스 연결
$username = "admin";
$password = "x3CEcJVyTwTyw88B";
$host = "localhost";
$dbname = "db_users";
$options = array(PDO::MYSQL_ATTR_INIT_COMMAND => 'SET NAMES utf8');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실패하면 오류를 탐지하세요.
try {
		
$db = new PDO("mysql:host={$host};dbname={$dbname};charset=utf8",
		
$username, $password, $options);
}
catch(PDOException $ex)
{
die("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ex->getMessage());
}
session_start();
//제출된 변수 탐색
$firstName = $_POST["firstName"];
$surname = $_POST["surname"];
$sex = $_POST["sex"];
$email = $_POST["email"];
$password = $_POST["password"];
$password2 = $_POST["password2"];
$year = $_POST["year"];
//INSERT INTO SQL 준비
$sql =		
"INSERT INTO tbl_users(firstname, surname, sex, email,
		
password, year)
VALUES (:firstName, :surname, :sex, :email, :password, :year)";
//제출된 값이 SQL에 전달되도록 준비
$query_params = array(":firstName" => $firstName, ":surname" => $surname,
":sex" => $sex, ":email" => $email, ":password" => $password, ":year" =>
$year);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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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준비
$stmt = $db->prepare($sql);
//제출된 값으로 SQL 실행
$stmt->execute($query_params);
?>
<html>
<body>
<h1>Data Inserted Successfully</h1>
<table>
		<tr>
			
<td>이름:</td>
			<?php
			
echo "<td>".$firstName."</td>";
			?>
		</tr>
		<tr>
			
<td>성:</td>
			<?php
			
echo "<td>".$surname."</td>";
			?>
		</tr>
		<tr>
			
<td>성별:</td>
			<?php
			
echo "<td>".$sex."</td>";
			?>
		</tr>
		<tr>
			
<td>이메일:</td>
			<?php
			
echo "<td>".$email."</td>";
			?>
		</tr>
		<tr>
			
<td>비밀번호:</td>
			<?php
			
echo "<td>".$password."</td>";
			?>
		</tr>
		<tr>
			
<td>비밀번호 확인:</td>
			<?php
			
echo "<td>".$password2."</td>";
			?>
		</tr>
		<tr>
			
<td>학년:</td>
			<?php
			
echo "<td>".$year."</td>";
			?>
		</tr>
</table>
</body>
</html>
PHP 6.3C가 동작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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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6.3.5
학생들이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IT-컴퓨팅하기 6.3.3(PHP 6.3B)의 예시 해답 같은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php
$username = "admin";
$password = "K8TVxNRFZKB2ywU3";
$host = "localhost";
$dbname = "countries_db";
$options = array(PDO::MYSQL_ATTR_INIT_COMMAND => 'SET NAMES utf8');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실패하면 오류를 탐지하세요
try {
		
$db = new PDO("mysql:host={$host};dbname={$dbname};charset=utf8",
		
$username, $password, $options);
}
catch(PDOException $ex)
{
die("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ex->getMessage());
}
session_start();
?>
<html>
<head>
<title>국가 검색 양식</title>
</head>
<body>
<form id="국가" name="국가" method="post"
action="findCountries.php">
		<label for="year">국가 선택</label>
		
<select id="국가 코드" name="국가 코드">
			<?php
			//데이터베이스에서 국가 목록을 가져와서 드롭다운 상자를 채우세요.
			
$sql = "SELECT countryID, countryName FROM countries";
			
$stmt = $db->prepare($sq1);
			$stmt->execute();
			//결과를 반복 실행하여 드롭다운 상자를 채우세요.
			
for($i=0; $countries = $stmt->fetch(); $i++){
				print "<option value='".$countries['countryID']."'>"
			.
$countries['countryName']."</option>";
			}
			?>
		</select>
		br/>
		
<input id="제출버튼" name="제출버튼" type="submit"
		value="결과값을 돌려주세요"
</form>
<table>
		<tr>
			<th>국가명</th>
			<th>대륙</th>
			<th>인구</th>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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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포스트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if(!empty($_POST)){

				//작성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보내 해당 국가의 정보를 검색하세요
			
$sql = "SELECT countryName, continent, population FROM
countries WHERE countryID=".$_POST['countryID'];
				
$stmt = $db->prepare($sql);$stmt->execute();
				$row = $stmt->fetch();
				//표에 결과를 출력하세요
				
print "<td>".$row['countryName']."</
				
td><td>".$row['continent']."</
				
td><td>".$row['population']."</td>";
			};
			?>
		</tr>
</table>
</body>
</html>

PHP 6.3D가 동작 코드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자.
로컬 웹 서버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PHP 6.3D와 PHP 6.3B를 로컬 호스트 폴더로 옮긴다.
PHP 6.3D와 PHP 6.3B를 편집해서 다음 변수가 여러분이 로컬 서버에 설치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올바르게 나타나

있는지 확인한다. $username, $password, $host, $dbname
웹 브라우저에서 PHP 6.3D를 실행한다. ‘countries(국가)’라는 테이블과 20개의 레코드가 생성될 것이다.
웹 브라우저에서 PHP 6.3B를 실행한다. 드롭다운 상자에서 국가를 하나 선택하면 같은 페이지에서 해당 국가의 인구 값을
돌려줄 수 있다.
참고 사항: 페이지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세부 사항을 넣는 방식은 그리 권장되지 않지만, 일을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런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보다 더 보편적인 방식은 PHP 로그인 스크립트를 별도로 만들어 페이지마다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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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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6.3.1

기본적인 데이터베이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워크시트 6.3A

스 테이블 구조를 계

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

드웨어 및 프로토콜의 목적을 알고

구조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있다. 동적 웹 페이지가 어떻게 서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해결한다. 목록, 표, 배열 등

지, 웹 서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

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

이터를 어떻게 처리 및 저장하는지

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등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해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

하고 있다. 인터넷에 데이터를 지

을 설계 및 개발한다.

속적으로 게시하려면 온라인상의

획할 수 있다.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6.3.2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IT-컴퓨팅하기 6.3.3

을 만들 수 있다.

수 있어야 한다.

해답: 122~123쪽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6.3.2

데이터 유형 및 크기

(위 참조)

(위 참조)

데이터 유형 및 크기를 고려해

IT-컴퓨팅하기 6.3.3

를 고려해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해답: 122~123쪽

이스 테이블 구조를

계획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계획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6.3.2

서버 측 스크립트를

(위 참조)

(위 참조)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데

IT-컴퓨팅하기 6.3.3

사용해 데이터를 데

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IT-컴퓨팅하기 6.3.4

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해답: 122~124쪽

삽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6.3.5

서버 측 스크립트를

(위 참조)

(위 참조)

서버 측 스크립트를 사용해 데

해답: 125~126쪽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를 탐색할 수 있다.

탐색할 수 있다.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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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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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불 연산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여러 언어로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기능을 이해한다.
인출(Fetch)-실행(Execute) 사이클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하는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을 이해한다.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의 다중 처리 능력(멀티태스킹)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차시

알아두기
디지털 회로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물건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
단원에서는 실제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물론 인터넷에 이런 학습 활동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주
많지만, 가능한 한 학생들이 실제 손을 움직여 컴퓨터 부품을 만져 보고 연결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학습 활동에 필요한 부품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브레드보드(breadboard) 위에 회로를 만들게 되므로
납땜을 안 해도 되고 부품도 재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 모두에게 부품 전체 세트를 제공하려면 예산을 넉넉하게 짜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작업하게 하면 더 빠르고 자신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부품의 크기가 작고 활동이 어렵지는
않지만, 활동 과정에서 집중력을 기울여 신경을 써야 하므로 세 명 이상의 조를 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전기 부품은 대량 구매할 때 더 저렴하다. 보관 기한도 거의 무제한이므로 한번 충분히 사 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핀셋,
전자 니퍼, 와이어 커터, 와이어 스트리퍼 같은 기본적인 도구도 있으면 부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스위치를 접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학교 과학 수업에서 이미 배운 내용도 있을 것이다. 사실
수업에 쓸 도구를 과학실에서 빌릴 수도 있다. 교사가 필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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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플라스틱 컵 세 개, 공 한 개, 6V 전원 회로, 리드 스위치, 상자에 든 6V 버저, 막대자석. 필요한 스위치 종류는
NO, NC, 리드, 압력 패드(pressure pad), 광전, 온도 검출, 방범(열쇠로 작동), SPST, SPDT, DPDT 스위치 등이다.
IT-컴퓨팅하기 7.1.1: 학생 1인당 SPDT 스위치 2개, 필라멘트 전구, 연결 전선, 3V 배터리 홀더, AA 전지 2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원 공급
IT-컴퓨팅하기 7.1.2: 학생 1인당 3V 모터, DPDT 스위치, 단선 와이어

7단원 학습계획을 짜면서 각 차시 시작 전에 미리 학습 활동을 실제로 해 보면 좋다. 부품이 모두 있는지, 교사가 회로 조립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품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매 활동이 끝날 때 회수하는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요 활동 1에서, 교사는 SPST, SPDT, DPDT 스위치의 차이점을, 그리고 각 회로 문제에 있어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워크시트에 해당 설명이 있으며 웹에도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주 많다.
주요 활동 2에서, 교사는 AND, OR, NOT 논리 게이트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각 경우의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www.technologystudent.com/elecl/dig2.htm 등의 사이트에 관련 배경지식이 소개되어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전기 회로가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의 스위치의 역할을 이해한다.
AND와 OR 게이트의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전기 회로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논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계단 회로에서 SPDT 스위치의 기능을 이해한다.
NOT 게이트의 인버터(inverter)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NAND와 NOR 게이트의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불 연산을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DPDT 스위치를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다.
여러 게이트가 결합했을 때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실행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교과 외 연계
과학: 회로와 전기
수학: 디지털 논리, 진리표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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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02~107쪽
워크시트 7.1A: 논리 게이트를 결합하여 단일값 출력하기

핵심 용어
Switch(스위치)
Digital logic(디지털 논리)
Logic gates(논리 게이트)
Digital circuits(디지털 회로)

강의 노트
시작하기: 스위치 켜기
재미있는 학습 활동으로 스위치의 원리를 보여 주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똑같은 모양의 플라스틱 컵 세 개를 나란히 놓는다.
그중 한 컵에는 컵 바닥에 막대자석을 붙여 두고(학생들이 봐서는 안 된다), 그 컵 안에 작은 공을 넣는다.

컵의 순서를 계속 빠르게 바꾸어서 학생들이 어느 컵에 공이
있는지 헷갈리게 만든다. 학생들이 컵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공이 든 컵을 맞춰보게 한다. 아마 오답이
많이 나올 것이다. 컵을 한 번에 하나씩 ‘마법의 공 탐지기’
위에 얹는다. 상자 안에 전원, 리드 스위치, 버저가 들어 있는

리드 스위치(reed switch)

장치이다.
공(그리고 자석)이 든 컵이 리드 스위치 위에 올라가면 버저가
울린다. 컵에서 공을 꺼내어 ‘마법의 공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그다음 탐지기의 비밀을 보여 준다.
버저는 리드 스위치를 통해 공이 아닌 자석에 반응하는 것이다.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스위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한다. 스위치가 전기 회로를 잇거나 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를 보여 준다.

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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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1: 스위치는 똑똑해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스위치의 on/off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를 알려 주고, 교재에 등장하는 은행 금고 방범 스위치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IT-컴퓨팅하기 7.1.1과 IT-컴퓨팅하기 7.1.2를 진행한다.
IT-컴퓨팅하기 7.1.1은 실제로 회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며, IT-컴퓨팅하기 7.1.2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다. 학생들에게

3V 전원, DPDT 스위치, 모터를 제공하고 회로를 만들어 본 뒤 문제에 답하게 한다.
학습 활동 완성 후에는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게 한다. 전기 회로는 항상 예측 및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준다. 말하자면 논리적인 것이다.

주요 활동 2: 논리 게이트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AND와 OR 게이트를 설명하고 IT-생각하기 7.1.3을 진행한다. 그다음 NOT 게이트를 설명하고 AND,
OR, NOT 게이트를 결합해 NAND 및 NOR 게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준다.

총정리: NAND와 NOR
IT-생각하기 7.1.4를 진행하고 NAND와 NOR 게이트의 논리 구조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단 조명의 단극쌍투(SPDT) 스위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쌍극쌍투(DPDT) 스위치 회로를 완성하고 모터가 시계 방향 및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와 총정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AND와 OR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NAND와 NOR

게이트 진리표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워크시트 7.1A를 작성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7단원 2차시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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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7.1.1
b)

전구

SPDT 스위치

SPDT 스위치

전원

IT-컴퓨팅하기 7.1.2
a) i) + (positive)
ii) 시계 방향
b) i) - (negative)
ii) 시계 반대 방향

IT-생각하기 7.1.3
a)

132

b)
AND 게이트

OR 게이트

A

B

출력

A

B

출력

0

0

0

0

0

0

0

1

0

0

1

1

1

0

0

1

0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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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생각하기 7.1.4
2개의 입력 NAND 게이트

2개의 입력 NOR 게이트

A

B

출력

A

B

출력

0

0

1

0

0

1

0

1

1

0

1

0

1

0

1

1

0

0

1

1

0

1

1

0

워크시트 7.1A
입력
A

B

C

D

출력

1

1

1

1

1

1

1

1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1

1

1

1

0

1

0

0

1

0

0

1

0

1

1

0

1

1

0

1

1

1

1

0

1

0

1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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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1.1

기본적인 HTML 폼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기본적인 HTML 폼을 사용

해답: 132쪽

을 사용할 수 있다.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할 수 있다.

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

사용, 평가한다.

계를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
에 어떻게, 왜 여러 언어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7.1.3

AND와 OR 게이트

간단한 불 연산(AND, OR,

(위 참조)

AND와 OR 게이트의 진리

해답: 132쪽

의 진리표를 완성할

NOT 등)과 프로그램의 각

표를 완성할 수 있다.

수 있다.

부분을 실행하는 데 불 연
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1.1

계단 회로에서 SPDT

(위 참조)

(위 참조)

계단 회로에서 SPDT 스위

해답: 132쪽

스위치의 기능을 이

치의 기능을 이해한다.

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7.1.3

NOT 게이트의 인버

(위 참조)

(위 참조)

NOT 게이트의 인버터 역할

IT-생각하기 7.1.4

터 역할을 설명할 수

을 설명할 수 있다.

해답: 132~133쪽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7.1.4

NAND와 NOR 게이

(위 참조)

(위 참조)

NAND와 NOR 게이트의

해답: 133쪽

트의 진리표를 완성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7.1.4

(위 참조)

(위 참조)

불 연산을 이해한다.

해답: 133쪽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7.1.2

DPDT 스위치를 올바

(위 참조)

(위 참조)

DPDT 스위치를 올바르게

해답: 132쪽

르게 연결할 수 있다.

불 연산을 이해한다.

연결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워크시트 7.1A

여러 게이트가 결합

(위 참조)

(위 참조)

여러 게이트가 결합했을 때

해답: 133쪽

했을 때 진리표를 완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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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다음 영상에 트랜지스터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브레드보드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 https://youtu.be/7ukDKVHnac4
브레드보드 회로 사용법 https://youtu.be/u4MOt5ZLSa8
아래 브레드보드의 파란색 선은 각 소켓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그룹의 소켓은 회로에서 같은
지점이 된다. 전선을 같은 지점에 연결할 경우 회로가 합선되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은 학생마다, 또는 조별로 필요한 부품 목록이다.
단선 와이어
BC 548 트랜지스터 2개
680Ω 저항 1개
10kΩ 저항 2개
LED 1개
6V 전원 1개
브레드보드
AA 전지 4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원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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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실용 팁: 교실에서 전자 부품 사용하기
본 학습 활동에 필요한 부품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부품마다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둬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품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한다. 특히
저항의 경우 잘 구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브레드보드를 사용한 회로 설계 방법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회로 계획도와 사진에서는 전자 부품의 다리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 부품의 다리가 긴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두 부품의 다리가 맞닿으면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품 다리를 자르게 하려면 조별로 와이어 커터(가위도 좋다)와 간단한 와이어 스트리퍼를 나눠
준다. 부품의 다리를 자르고 단선 와이어 겉면의 절연체를 벗기는 목적이다. 이때 학생들에게 단선 와이어의 길이는
계획도에 있는 것보다 길게 남겨두라고 말한다. 와이어가 길 때 절연체를 벗겨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저항에는 색 띠가 있어서 옴(Ω) 단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k

10 k

100 k

470

27 k

680

저항 색띠. 저항값을 옴으로 나타낸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핀셋이나 전자 니퍼를 조별로 나눠 줘도 좋다.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올려놓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트랜지스터의 다리가 혼동될 수 있다. 브레드보드 계획도에서 이미터에는 보라색 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회로 설계에
앞서 학생들이 트랜지스터 다리에 표시를 해 둬도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인트나 매니큐어를 사용해 이미터를 표시할 수
있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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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base)

컬렉터(collector)

이미터(emitter)

B
트랜지스터

C

E

LED는 다이오드의 일종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두 다리 중 긴 것이 +극이므로 이 다리가
회로에서 +극(고전압) 쪽에 연결되어야 한다.
브레드보드 계획도는 학생들이 올바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용도이다. 회로를 테스트해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앞서 코드 디버깅 방식을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로의 문제점을 찾고 수정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브레드보드의 구멍은 아주 작기 때문에 부품을 올려놓을 때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다.
본 차시 학습 활동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인터넷에도 여러 종류의 예시 해답이 있다. 만약 본
교재에 제시된 부품을 구할 수 없다면 판매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자.

학습 목표
필수 목표
NOT 게이트 회로를 만들 수 있다.
NOT 게이트의 인버터(inverter)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 회로가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권장 목표
NOT 게이트 회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AND 게이트 또는 OR 게이트 회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게이트의 출력은 회로망의 트랜지스터 배치가 좌우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트랜지스터가 전류에 따라 작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성취 가능 목표
스스로 AND와 OR 게이트 회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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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실행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과학: 회로와 전기·전자
수학: 진리표, 논리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08~113쪽
비디오 7.2A: 브레드보드를 사용해 디지털 회로 설계하기
인터랙티브 7.2A: 논리 게이트 퀴즈

핵심 용어
Semiconductor(반도체)
Transistor(트랜지스터)
Breadboard(브레드보드)

강의 노트
시작하기: 반도체
지난 차시 마지막에 배운 NAND와 NOR 게이트를 다시 언급한다. NAND와 NOR 게이트를 회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간단한 수동 스위치로는 회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대신 컴퓨터
회로의 게이트는 자체적으로 전자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용 교재를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트랜지스터가 진공관 밸브를 대체하게 된 과정을 다룬다. 트랜지스터가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주요 활동 1: 트랜지스터와 NOT 게이트 알아보기, 비디오 7.2A
NOT 게이트의 역할(입력값을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반대로 뒤집는다)을 다시 언급한다. 그다음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트랜지스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IT-컴퓨팅하기 7.2.1을 진행한다.
전기 회로 설계에 사용되는 브레드보드와 다른 여러 부품의 사용법을 보여 준다. 회로 계획도를 보는 방법, 계획도를 보고
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트랜지스터의 세 다리를 구분하는 방법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부품을 배치하고 와이어를 연결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대신
비디오 7.2A를 보여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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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수업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어 꼭 필요한 활동이다.
모든 전자·디지털 기기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직접 만져보고 실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활동 2: 트랜지스터와 AND/OR 게이트 알아보기
남은 시간에 따라 IT-컴퓨팅하기 7.2.2 그리고(또는) IT-컴퓨팅하기 7.2.3을 진행한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회로를 미리 만들어
보게 한다.

총정리: 논리 게이트 퀴즈, 인터랙티브 7.2A
논리 게이트 퀴즈(인터랙티브 7.2A)를 풀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 또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NOT 게이트 회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설계 및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도움 없이도 설계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OR 또는 AND 게이트 회로를 설계 및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을 받아 두 회로를 모두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도움 없이도 이 두 회로를 설계 및
테스트하고 회로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트랜지스터의 역사와 사용 예를 조사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7단원 3차시

정답 및 풀이
IT-컴퓨팅하기 7.2.1

NOT 게이트
A

출력

1

0

0

1

2차시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39

139

2018-01-26 오전 8:27:15

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IT-컴퓨팅하기 7.2.2
a) 꺼짐(Off)
b) 꺼짐(Off)
c) 켜짐(On)
d) 꺼짐(Off)
e) AND
f)

AND 게이트
A

B

출력

0

0

0

0

1

0

1

0

0

1

1

1

A
B

AND

출력

OR

출력

IT-컴퓨팅하기 7.2.3
a) 켜짐(On)
b) 켜짐(On)
c) 켜짐(On)
d) 꺼짐(Off)
e) OR
f) OR 게이트

140

A

B

출력

0

0

0

A

0

1

0

B

1

0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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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원-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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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2.1

NOT 게이트 회로를 만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의

NOT 게이트 회로를 만들

해답: 139쪽

들 수 있다.

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과 같은

수 있다.

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한다. 프로그램에서 값
에 어떻게, 왜 여러 언어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2.1

NOT 게이트의 인버터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위 참조)

NOT 게이트의 인버터 역

해답: 139쪽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등)과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실행

할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
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2.1

컴퓨터 회로가 트랜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

(위 참조)

컴퓨터 회로가 트랜지스터

IT-컴퓨팅하기 7.2.2

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IT-컴퓨팅하기 7.2.3

는 것을 안다.

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

안다.

해답: 139~140쪽

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KS3, 글머리 기호 6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
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
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2.1

도움을 받지 않고 NOT

(위 참조)

(위 참조)

도움을 받지 않고 NOT 게

해답: 139쪽

게이트 회로를 성공적으

이트 회로를 성공적으로 만
KS3, 글머리 기호 4

로 만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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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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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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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2.2

AND 게이트 또는 OR

(위 참조)

(위 참조)

AND 게이트 또는 OR 게이트

IT-컴퓨팅하기 7.2.3

게이트 회로를 성공적으

회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해답: 140쪽

로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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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2.1

게이트의 출력은 회로

(위 참조)

(위 참조)

게이트의 출력은 회로망의 트

IT-컴퓨팅하기 7.2.2

망의 트랜지스터 배치

랜지스터 배치가 좌우한다는

IT-컴퓨팅하기 7.2.3

가 좌우한다는 점을 이

점을 이해한다.

해답: 139~140쪽

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2.1

트랜지스터가 전류에 따

(위 참조)

(위 참조)

트랜지스터가 전류에 따라 작

IT-컴퓨팅하기 7.2.2

라 작동하는 스위치 역

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IT-컴퓨팅하기 7.2.3

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

것을 이해한다.

해답: 139~140쪽

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성취 가능 목표

IT-컴퓨팅하기 7.2.2

도움을 받지 않고 AND

(위 참조)

(위 참조)

도움을 받지 않고 AND와 OR

IT-컴퓨팅하기 7.2.3

와 OR 게이트 회로를 성

게이트 회로를 성공적으로 만

해답: 140쪽

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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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지금까지 학습 활동에서 사용한 BC 548 트랜지스터는 양극 트랜지스터이다. 실리콘 칩 위의 트랜지스터를 보통 MOSFET(산화
막 반도체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금속층(게이트), 산화규소층, 반도체 물질로 만들었다. 현재는 게이트
층을 금속보다는 실리콘을 사용해 만들지만, 이 기기는 계속 MOSFET이라고 이르고 있다. 수많은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회로를
집적 회로라고 한다. 회로를 잘라서 표면을 보면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으며 플라스틱 덮개 안에 접합되
어 있다. 금속 핀은 집적 회로를 회로 기판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본 차시의 학습 활동 두 가지에서는 모두 555 타이머(timer)로 알려진 IC를 사용한다. 이 IC는 타이머나 펄스 발전기로 자주
사용되지만 다른 용도도 있다. 학생들은 이번 단원 도전 과제를 해결할 때 555 IC를 사용하게 된다. 외관을 살펴보면 555 IC
는 금속 핀이 여덟 개 돌출해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사각형 모양이다. 한쪽 끝에 작은 홈이 파여 있고, 아마 점 표시도 있을 것
이다. 홈과 점 표시는 1번 핀을 표시한다. 나머지 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번부터 8번 핀이 된다.
사실 555 IC는 부품이 몇 개뿐인 아주 간단한 집적 회로이다.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작고 복잡한 기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IC는 삽입 장착(through mounted)형이며 브레드보드 프로젝트 작업에 적합한 유형이다. 일반적인 전자 제품에는 보통
표면실장(surface-mounted)형이 쓰인다. IC를 보관할 때는 핀 보호를 위해 폴리스티렌 조각 안에 보관한다.
콘덴서는 전하를 충전 및 방출한다. 전기 용량이 클수록 충전하는 데 오래 걸린다. 이 사실을 통해 회로와 관련된 시간 개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회로를 만들고 수정할 때 도움을 주려면 본 차시 시작 전에 교사가 먼저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은 학생용 교재의 555 IC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 목록이다.
1kΩ 저항 2개

푸시 버튼 택트 스위치 1개

27kΩ 저항 2개

LED 1개

100kΩ 저항 1개

9V 전원 및 연결 클립 1개씩

10μF 콘덴서 1개

브레드보드

50μF 콘덴서 1개

여러 색의 단선 와이어: 색깔별로 릴(reel) 하나씩

555 IC 1개
다음은 주요 활동 1을 할 때 조별로 필요한 도구 목록이다.
돋보기
다양한 집적 회로(삽입 장착 및 표면실장형. 조별로 3~4개씩 나눠 준다), 구형 CPU 몇 개
555 IC 1개
EPROM(소거 기능이 있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 IC, 현미경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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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집적 회로의 주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집적 회로가 시간 측정, 덧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권장 목표
반가산기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반가산기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불 연산을 적용해 여러 게이트의 출력을 예상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전가산기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실행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과학: 회로와 전기·전자
수학: 진리표, 논리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14~117쪽
비디오 7.3A: 집적 회로
워크시트 7.3A: 집적 회로 알아보기
워크시트 7.3B: 반가산기
워크시트 7.3C: 로봇 MOT

핵심 용어
Integrated circuit (IC) (집적 회로)
Adder(가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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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제3세대 컴퓨터, 비디오 7.3A
학생용 교재와 비디오 7.3A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적 회로(IC)를 소개한다. IT-생각하기 7.3.1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1: 집적 회로 알아보기, 워크시트 7.3A
짝을 지어 IT-컴퓨팅하기 7.3.2를 해결하게 한다. 워크시트 7.3A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필요한 부품을
나눠 주는데, 이때 IC의 핀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시켜야 한다. 핀이 굽으면 IC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요 활동 2: 반가산기, 워크시트 7.3B
학생용 교재를 통해 전기 회로가 반가산기를 사용해 덧셈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IT-컴퓨팅하기 7.3.3을 진행한다. 워크시트
7.3B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이다. 이진수 덧셈 방식은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②』 에 설명되어 있다.

확장 활동으로 학생용 교재의 전가산기 부분을 읽게 하고 그다음 IT-컴퓨팅하기 7.3.4를 진행해도 좋다.

총정리: 비디오 복습
학생들에게 다음 영상을 처음부터 5분 38초까지 보여 준다.
www.youtube.com/watch?v=mZ9VWA4cTbE

5분 38초까지는 반가산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영상이다.
주요 활동 2에서 확장 활동을 다뤘다면 영상의 뒷부분도 보여 준다. 나머지 부분은 전가산기에 관한 설명이다.

영상을 보여 주기 전에 아래의 논리 게이트 네 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XOR 게이트가 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
입력

A
B
S

출력

A

B

S

0

0

O

0

1

1

1

0

1

1

1

0

숙제
워크시트 7.3C를 해결해 오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이크로칩을 조사하고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마이크로칩의

용도와 기본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몇몇의 학생들은 마이크로칩이 수행하는 입력, 출력 및 처리 과정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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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리 게이트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반가산기 다이어그램의

모든 논리 게이트를 이해하고 도움을 약간 받아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모든 게이트를 인식 및
이해하고 도움 없이 진리표를 완성할 것이다.

다음 권장 차시
7단원 4차시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7.3.1
1나노미터(nm)는 1미터의 10억분의 1이다.

IT-컴퓨팅하기 7.3.2
a) 회로가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덮개 안에 접합돠어 있다.
b) 검은색 플라스틱 덮개는 마이크로칩이 물리적·전자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로고를 통해 생산자를 알 수 있다.
부품 번호는 IC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 핀은 IC를 더 큰 회로에 연결할 때 사용된다.
점 표시 등이나 파인 홈은 IC가 더 큰 회로에 삽입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되도록 1번 핀의 위치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IT-컴퓨팅하기 7.3.3 / 워크시트 7.3B
a) AND 게이트가 세 개, NOT 게이트가 한 개, OR 게이트가 한 개 있다.
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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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컴퓨팅하기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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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 7.3C
로봇 1: 통과
로봇 2: 실패
로봇 3: 통과
로봇 4: 통과
로봇 5: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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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3.2

집적 회로의 주요 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

집적 회로의 주요 요소를 파

워크시트 7.3A

소를 파악할 수 있다.

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

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

악할 수 있다.

해답: 146쪽

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

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로
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여러
언어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
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3.3

집적 회로가 시간 측

(위 참조)

(위 참조)

집적 회로가 시간 측정, 덧셈

워크시트 7.3B

정, 덧셈 등 다양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해답: 147쪽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있다는 점을 안다.

다는 점을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3.3

반가산기 진리표를 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

(위 참조)

반가산기 진리표를 완성할 수

워크시트 7.3B

성할 수 있다.

있다.

해답: 147쪽

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
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실행
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
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
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3.3

반가산기 작동 방식을

(위 참조)

(위 참조)

반가산기 작동 방식을 설명할

워크시트 7.3B

설명할 수 있다.

수 있다.

해답: 147쪽

KS3, 글머리 기호 4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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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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3.3

불 연산을 적용해 여

(위 참조)

(위 참조)

불 연산을 적용해 여러 게이

IT-컴퓨팅하기 7.3.4

러 게이트의 출력을

트의 출력을 예상할 수 있다.

워크시트 7.3B

예상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4

워크시트 7.3C

(위 참조)

해답: 147쪽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3.4

전가산기 진리표를

(위 참조)

(위 참조)

전가산기 진리표를 완성할

워크시트 7.3C

완성할 수 있다.

수 있다.

해답: 147쪽

KS3, 글머리 기호 4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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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디지털 논리 회로

4차시

알아 두기
이 단원에서 배운 래치 회로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를 전기 회로에 이진수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저장은 컴퓨터 프로세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 저장 방법이 개발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현대의
컴퓨터에서 기억 장치는 빠른 접근과 느린 접근으로 구분된다.
빠른 주기억 장치: 가격이 비싸다. 전원이 연결되었을 때만 데이터가 저장된다.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주기억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RAM이 있다. 주기억 장치의 작동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동적 기억 장치: 메모리 셀이 트랜지스터와 컨덴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적 기억 장치: 본 차시에서 다루는 범위. 메모리 셀이 트랜지스터 두 개로 되어 있다.

느린 장기 기억 장치: 파일 저장용.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데이터를 저장한다. 장기 기억 장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컴퓨터 대부분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원반에 자기화 섹터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플래시(Flash) 기억
장치도 자주 쓰이는 장기 기억 장치 중 하나로, 특히 데이터를 휴대해야 할 때 이 유형을 사용한다. USB 드라이브, SIM 카드,
디지털 카메라 등이 플래시 기억 장치에 해당한다. 읽기 전용 기억 장치(ROM: Red-only memory)도 중요한 장기 기억
장치인데, 컴퓨터가 ‘부팅’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차시 시작 전에 교사는 직접 먼저 회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학생들이 회로를 설계 및 수정할 때 도움을 주기
쉽다.
본 차시에는 단선 와이어가 빨간색 릴 하나, 검은색 릴 하나 길이만큼 필요하다.
다음은 주요 활동 1을 할 때 조별로 필요한 도구 목록이다.
6V 배터리 홀더와 AA 전지 4개

10kΩ 저항 1개

브레드보드

푸시 버튼 택트 스위치 2개

BC548 트랜지스터 2개

초록색 LED 1개

1kΩ 저항 1개

빨간색 LED 1개

다음은 주요 활동 2를 할 때 조별로 필요한 도구 목록이다.
6V 배터리 홀더와 AA 전지 4개

압력 패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알루미늄 포일, 얇은 카드

브레드보드

한 장, 테이프, 가위

470Ω 저항 1개

확장 활동용 센서 여러 종류: 푸시 스위치, 리드 스위치, 빛

1kΩ 저항 1개

센서 등

555 IC 1개

전구나 모터 등의 확장 활동용 출력 장치 여러 종류

6V 버저 1개
주황색 LED 1개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컴퓨터가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방범 알람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압력 패드의 입력 기기 역할을 이해한다.

150

Unit 7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50

2018-01-26 오전 8:27:19

권장 목표
래치 회로에는 두 가지 안정적인 상태가 있음을 이해한다.
도움을 받지 않고 방범 알람 회로를 설계하고 작동시킬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고 미래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 설명한다.
래치 회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등)과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실행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과학: 회로와 전기·전자
수학: 진리표, 논리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18~121쪽
워크시트 7.4A: 도전 과제

핵심 용어
Main memory(주기억 장치)
Latch(래치)

워크시트 7.4B: 회로 다이어그램 그리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단기 기억 장치 사용하기
여러 단계가 있는 수학 계산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 예를 들면 ‘a가 7-4, b가
3×2, c는 a+b일 때, c의 값을 구하시오.’와 같은 문제가 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정답을 도출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 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현 단계의 숫자가 무엇인지
기억한다. 학생용 교재를 통해 이는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물론 CPU는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작업을 수행할 때 빠르고 제대로 작동하는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주요 활동 1: 래치 회로
학생들이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점을 말해 보게 한다. 기억 장치의 종류를 말해 보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기(영구) 기억 장치를 언급할 것이다. 파일 저장에 사용하는 장기 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차이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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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장치에 쓰거나 기억 장치에서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한다. 기억 장치 접근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CPU 프로세싱 속도가 저하되고 컴퓨터가 멈출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는 빠른 접근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다.
컴퓨터란 복잡한 전기 회로가 모인 것일 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전기 회로의 데이터 기억 방식을
설명한다. IT-생각하기 7.4.1, IT-생각하기 7.4.2, 그다음 IT-컴퓨팅하기 7.4.3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 2: 도전 과제, 워크시트 7.4A
도전 과제, 즉 IT-컴퓨팅하기 7.4.5를 진행한다. 워크시트 7.4A에는 필요한 부품 목록이 나와 있으며 도전 과제를 먼저 마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확장 활동도 소개되어 있다.
학생들은 침입자를 발견하는 간단한 압력 패드를 만들어 보게 된다. 알루미늄 포일 두 장과 1cm 지름의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얇은 카드가 있으면 훌륭한 압력 패드가 된다. 위의 포일에 압력을 가하면 카드 표면의 구멍을 통해 아래 포일과
접촉하는 것이다.

총정리: 무어의 법칙
학생들과 함께 학생용 교재의 무어의 법칙 부분을 읽고 IT-생각하기 7.4.4를 진행한다.

숙제
워크시트 7.4B를 완성해 오게 한다. 학생들이 이미 만들었던 회로의 사진 또는 워크시트 7.4A의 브레드보드 계획도를

사용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래치 회로를 완성하고 여러 입력을 시도해 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래치 회로

역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이 회로에 두 종류의 안정적 상태가 있으며 이진
데이터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방법 알람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도움

없이도 방범 알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다양한 센서와 출력을 시도해 보며 방범 알람 회로도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이다.
총정리에서, 몇몇의 학생들은 미래에 무어의 법칙에 어떤 한계점이 드러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차시
8단원 1차시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7.4.1
메모리에 1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셋 스위치는 닫혀 있고,
T1 베이스는 low 상태이다.
T1는 동작하지 않는다.

152

Unit 7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52

2018-01-26 오전 8:27:20

출력 Q는 꺼진다.
그다음 전류가 T2 베이스로 흐르면,
T2는 동작한다.
출력 Q는 켜진다.
T1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는 low 상태이다.
이제는 메모리 셀이 설정(셋)된 상태이며 리셋 스위치가 닫힐 때까지는 이런 래치된 상태가 유지된다.

IT-생각하기 7.4.2
리셋 스위치가 닫히면 그 정반대의 상태가 설정된다(T2 베이스는 low 상태, T2는 동작하지 않음, 출력 Q는 꺼짐, 메모리
셀은 low 상태).

IT-컴퓨팅하기 7.4.3
b) 래치 회로는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데이터를 저장한다.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도 바로 사라진다.
IT-생각하기 7.4.4
무어의 법칙은 처음 등장한 1970년대에는 비교적 정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항상 들어맞지는 않게 되었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 때문이다. 학생들은 그래프에서 칩당 트랜지스터 수를 나타내는 선이 물결 모양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선은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 직후에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증가 속도가 늦춰지다가, 이후 다른 기술이 발명되면 또 급격히
상승한다. 2014년 현재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배가 되는 데 1.5년 정도가 걸린다.

워크시트 7.4B
6V

1 kΩ

470 Ω

2

8
555 IC

4
3

압력 패드
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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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7.4.1

컴퓨터가 기억 장치에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

페치(인출)-실행 사이클과 관

컴퓨터가 기억 장치에 데

IT-컴퓨팅하기 7.4.3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련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

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해답: 152~153쪽

다는 것을 안다.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안다.

작용하는지 안다.

등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KS3, 글머리 기호 6

기능과 작동을 이해한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
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
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
되는지 안다.

KS3, 글머리 기호 1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4.5

방범 알람 회로를 설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데이터 표현과 데이터 품질 간

방범 알람 회로를 설계할

워크시트 7.4A

할 수 있다.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

의 관계를 알고 있다. 불 연산

수 있다.

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과 같은 이진 회로와 전기 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프로
그램에서 값에 어떻게, 왜 여러
언어로 데이터 유형 지정이 되
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IT-컴퓨팅하기 7.4.5

압력 패드의 입력 기기

(위 참조)

컴퓨터가 센서, 응용 프로그램

압력 패드의 입력 기기 역

워크시트 7.4A

역할을 이해한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입력 기

할을 이해한다.

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사이의 차이점, 컴퓨
터 시스템 내에서 이들이 맡은
기능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4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7.4.1

래치 회로에는 두 가지

간단한 불 연산(AND, OR, NOT

(위 참조)

래치 회로에는 두 가지 안

IT-컴퓨팅하기 7.4.3

안정적인 상태가 있음

등)과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실행

정적인 상태가 있음을 이

해답: 152~153쪽

을 이해한다.

하는 데 불 연산이 어떻게 사용되

해한다.

는지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5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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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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권장 목표

IT-컴퓨팅하기 7.4.5

도움을 받지 않고 방범

(위 참조)

(위 참조)

도움을 받지 않고 방범 알

워크시트 7.4A

알람 회로를 설계하고

람 회로를 설계하고 작동시
KS3, 글머리 기호 4

작동시킬 수 있다.

킬 수 있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7.4.4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

(위 참조)

규모가 작은(가설적인) 저급 프로

무어의 법칙을 이해하고 미

해답: 153쪽

고 미래에는 어떤 한계

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실질적인

래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경험이 있다. 무어의 법칙을 이해

지 설명한다.

점이 있을지 설명한다.

하며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의 다
중 처리 능력(멀티태스킹)을 이해
하며 설명할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7.4.1

래치 회로의 작동 방

(위 참조)

(위 참조)

래치 회로의 작동 방식을

IT-생각하기 7.4.2

식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7.4.3

KS3, 글머리 기호 4

해답: 152~153쪽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데이터 및 데이터 표현

(위 참조)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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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에 대한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인출

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

및 실행 주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

다른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다. 불(bool)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

것을 알고 있다.

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
절하게 선택한다.

인출-실행 주기에 대하여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폰 노이만 구조를 이해한다. 그리고 위치 주소화 기억 장치의 기본
기능과 작동을 이해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저급
언어와 관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1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번역기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컴파일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인터프리터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권장 목표
프로그래머가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인터프리터 또는 컴파일러 중 하나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 루틴 사용을 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프로그램 작성 시 라이브러리 루틴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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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또한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되고 제어가 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없음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122~125쪽

Source code(소스 코드)

오디오 8.1A: 무엇일까요?

Translate(번역)

워크시트 8.1A: 컴파일러 프로그래밍하기

Machine code(기계어 부호)

워크시트 8.1B: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하기
워크시트 8.1C: 번역기 되기
인터랙티브 8.1A: 컴파일러, 아니면 인터프리터?

강의 노트
시작하기: 무엇일까요? 오디오 8.1A
오디오 8.1A를 재생하고 파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써 보게 한다. 학생들이 독일어를 못하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어가 게르만 어족의 한 종류이며 이 게르만 어족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인도유럽어족의 한 분파라는 점을
설명한다. 독일어와 영어는 단어, 문법, 문장 구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독일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족 개념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
간 유사점을 비교해 본다.

주요 활동 1: 고급 프로그래밍 코드 번역하기, 워크시트 8.1A, 워크시트 8.1B, 워크시트 8.1C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세 종류의 번역기-어셈블러(Assembler), 컴파일러(Compiler), 인터프리터(Interpreter)-를
소개한다.
IT-생각하기 8.1.1과 IT-생각하기 8.1.2를 진행한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에서 한 명은 IT-생각하기 8.1.1의 프로그래머와
IT-생각하기 8.1.2의 인터프리터, 다른 한 명은 IT-생각하기 8.1.1의 컴파일러와 IT-생각하기 8.1.2의 프로그래머 역할을 맡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머들이 동시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만약 본 활동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워크시트 8.1A와 워크시트 8.1B의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게 해도 좋다. 해당
워크시트에는 명령어 일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워크시트 8.1C에는 컴파일러 및 인터프리터가 사용할 수 있는 빈 격자가 있다.

주요 활동 2: DLL 그리고 IDE
학생용 교재를 사용해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DLL)와 통합 개발 환경(IDE)을 소개한다. 그다음 개발자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컴파일러를 통해 실행 파일을 만든다는 점을 설명한다. IT-생각하기 8.1.3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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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컴파일러, 아니면 인터프리터?, 인터랙티브 8.1A
인터랙티브 8.1A를 진행한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장단점을 재정리하는 활동이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지 중 일부를 나타내는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미지 전체를 나타내는 명령어를 완성하고 인터프리터 및 컴파일러 사용
과정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 학생은 인터프리터 및 컴파일러의 단점 및 장점을 일부 이해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상대적 장점을 이해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미리 작성된 루틴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DLL의 장점을 이해하고 IDE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디버깅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개발 시 인터프리터 및 컴파일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IDE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IT-생각하기 8.1.4를 해 오게 한다.

다음 권장 차시
8단원 2차시

정답 및 풀이
8.1.3 IT-생각하기
IDE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된다.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성한다.
프리티 프린트(Pretty-printing) 등의 디버깅 기능: 기능에 따라 코드에 강조 표시를 하고 구문 오류를 표시한다.
텍스트 편집기: 코드를 편집한다.
GUI 빌더(Builder):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런타임 환경(Run-time environment): 개발 과정에서 코드를 테스트한다.
오류 진단(Error diagnostics): 오류를 찾아내고 다른 코드를 제안한다.

8.1.4 IT-생각하기
그레이스 호퍼에 관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바사르(Vassar) 대학과 예일(Yale)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바사르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해군에 입대했고 이후 해군 제독이 되었다.
프로그래머로서 하버드 마크 1(Harvard Mark 1) 컴퓨터를 개발했다.
수를 프로그램 코드로 변환하는 최초의 컴파일러 A-O를 개발했다.
COBOL 개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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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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8.1.1

번역기가 고급 프로그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

번역기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

IT-생각하기 8.1.2

래밍 언어를 기계어 부

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

으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저

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한다

워크시트 8.1A

호로 번역한다는 것을

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

급 언어(어셈블리어)와 관계된다

는 것을 이해한다.

워크시트 8.1B

이해한다.

(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는 점을 알고 있다.

워크시트 8.1C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되고 제어가 되는
지 안다.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8.1.1

컴파일러가 고급 프로

(위 참조)

(위 참조)

컴파일러가 고급 프로그래밍

IT-생각하기 8.1.2

그래밍 언어를 기계어

언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한

부호로 번역한다는 것

다는 것을 이해한다.

을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인터프리터가 고급 프로그래밍

로그래밍 언어를 기계

언어를 기계어 부호로 번역한

어 부호로 번역한다는

다는 것을 이해한다.

것을 이해한다.

IT-생각하기 8.1.1

인터프리터가 고급 프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래머가 인터프리터와 컴

터와 컴파일러를 함께

파일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는 점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IT-생각하기 8.1.2

프로그래머가 인터프리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8.1.1

인터프리터 또는 컴파일

(위 참조)

(위 참조)

인터프리터 또는 컴파일러 중

IT-생각하기 8.1.2

러 중 하나의 작동을 시

하나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해

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8.1.3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

(위 참조)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컴퓨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 루

해답: 158쪽

러리 루틴 사용을 안다.

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틴 사용을 안다.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라이브러리
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
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
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8.1.1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위 참조)

(위 참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각각의

IT-생각하기 8.1.2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해 볼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8.1.3

프로그램 작성 시 라이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램 작성 시 라이브러리

해답: 158쪽

브러리 루틴을 사용하

루틴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있는지 이해한다.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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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본 차시에는 선행할 내용이 없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인출(Fetch)-해독(Decode)-실행(Execute) 주기의 세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의 차이점을 안다.

권장 목표
어셈블리어로 기본 연산을 설계 및 실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계수기, 누산기 등 CPU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한다.

성취 가능 목표
두 컴퓨터 구조의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떻게 재현 및 제어되는지 안다.

교과 외 연계
수학: 논리, 연산
언어: 명령어 집합 만들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26~131쪽

핵심 용어

인터랙티브 8.2A: 하노이 탑

Stored program computer(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

워크시트 8.2A: 인출-해독-실행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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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포인트 8.2A: 워크시트 8.2A 보충 자료

Von Neumann architecture(폰 노이만 구조)

애니메이션 8.2A: 폰 노이만 구조

Harvard architecture(하버드 구조)

애니메이션 8.2B: 하버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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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 인터랙티브 8.2A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인터랙티브 8.2A를 해결해 보게 한다. 명령어를 한 번에 하나씩 수행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이다.

주요 활동 1: 인출-해독-실행 주기, 워크시트 8.2A, 파워포인트 8.2A
학생용 교재를 통해 인출-해독-실행 주기를 소개하고 IT-생각하기 8.2.1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ASCII 표를 찾지 못한다면
다음 페이지를 알려 줄 수 있다. www.asciitable.com
또는 인출-해독-실행 주기를 지도한 다음 세 명씩 조를 짜서 다른 학습 활동을 해 볼 수도 있다. 조별로 워크시트 8.2A를
제공한다. 학생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고 활동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워크시트이다. 파워포인트 8.2A의 슬라이드도
최대한 크게 인쇄한 다음 교실 벽에 붙여 놓아야 한다. 본 활동은 조별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면 특히 더 효과적이다.
학생용 교재를 통해 작은 사람 컴퓨터(LMC) 모델을 설명하고 IT-컴퓨팅하기 8.2.2를 진행한다. 위의 8.2A 활동을 진행했다면
학생들이 해당 활동 내용과 LMC 모델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애니메이션 8.2A, 애니메이션 8.2B
학생용 교재와 애니메이션 8.2A를 통해 폰 노이만 구조를 설명한다. IT-계획하기 8.2.3, IT-컴퓨팅하기 8.2.4, IT-컴퓨팅하기
8.2.5를 진행한다.

학생용 교재와 애니메이션 8.2B를 통해 하버드 구조를 설명한다.

총정리: 하버드 구조 vs 폰 노이만 구조
학급 전체와 함께 IT-생각하기 8.2.6에 대해 토의하고 숙제를 내준다. 숙제는 도전 과제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숙제
IT-생각하기 8.2.7을 작성해 오게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출-해독-실행 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CPU 기능

간의 관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인출-해독-실행 주기에서 여러 레지스터의 역할을 이해할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의 주요 차이점을 파악하고 약간의 도움을 받아 LMC

프로그램을 일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두 구조의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두 숫자를 더하는 LMC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도움 없이도 두 숫자를 더하거나 둘 중
더 큰 수를 고르는 LMC 프로그램을 작성 및 디버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권장 차시
9단원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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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정답 및 풀이
IT-생각하기 8.2.1
답은 ‘FETCH’이다.

워크시트 8.2A
답은 ‘FETCH’, ‘DECODE’, ‘EXECUTE’이다.

IT-계획하기 8.2.3 & IT-컴퓨팅하기 8.2.4
b)

READ
STORE 11
READ
ADD 11
PRINT
STOP

c)

READ

STORE 13
READ
STORE 14
LOAD 13
SUBTRACT 14
BRANCHP 10
LOAD 14
PRINT
STOP
LOAD 13
PRINT
STOP

IT-생각하기 8.2.6
폰 노이만 구조의 장점
메모리와 프로그램 명령어가 같은 버스 및 같은 기억 장치를 사용하므로 더 간단하고 저렴하다.
남은 용량을 프로그래머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폰 노이만 구조의 단점
다음 명령어가 인출되기 전에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프로그램 명령어와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므로 실수로 덮어쓸 가능성이 있다.
하버드 구조의 장점
기억 장치가 분리되어 있어 데이터와 프로그램 명령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명령어 또는 데이터가 서로를 덮어쓸 가능성이 없다.
하버드 구조의 단점
버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
제어 장치가 훨씬 더 복잡하다.
데이터 기억 장치의 용량이 남아도 프로그램 명령어가 사용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IT-생각하기 8.2.7
수정된 하버드 구조에서는 데이터와 명령어가 기존 하버드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량의 CPU 캐시(cache) 메모리에 의해
분리되고 데이터와 명령어가 다른 이동 통로를 거친다. 그러나 데이터 및 명령어가 CPU 캐시로 전달되기 전에는 폰 노이만
모델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억 장소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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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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IT-생각하기 8.2.1

인출-해독-실행 주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

컴퓨터 기본 내부 구조의 주요 기

인출-해독-실행 주기의 세

IT-컴퓨팅하기 8.2.2

의 세 단계를 설명할

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이해

능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인출-실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워크시트 8.2A

수 있다.

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시스

행 주기에 숨겨진 개념을 이해한

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안다.

다. 같은 하드웨어에도 서로 다른

해답: 162쪽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소프
KS3, 글머리 기호 6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령어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

알고 있다.

서 어떻게 보관되며 실행되는
지 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텍
스트, 소리, 그림)가 디지털 환
경에서 이진 숫자의 형태로 어
떻게 구현되고 제어가 되는지
안다.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8.2.3

폰 노이만 구조와 하

(위 참조)

인출-실행 주기와 관련하여 데이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IT-생각하기 8.2.6

버드 구조의 차이점을

터가 기억 장치(메모리)에 어떻게

구조의 차이점을 안다.

IT-생각하기 8.2.7

안다.

KS3, 글머리 기호 6

저장되는지 이해하는 등 폰 노이

(위 참조)

만 구조를 이해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8.2.3

어셈블리어로 기본 연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

(위 참조)

어셈블리어로 기본 연산을

IT-컴퓨팅하기 8.2.4

산을 설계 및 실험할

설계 및 실험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8.2.5

수 있다.

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한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집합이 있으

해답: 162쪽

해답: 162쪽

며 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저급
KS3, 글머리 기호 5

언어(어셈블리어)와 관계된다는

(위 참조)

점을 알고 있다.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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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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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싱

권장 목표

IT-생각하기 8.2.2

프로그램 계수기, 누산기

(위 참조)

(위 참조)

프로그램 계수기, 누산기 등

IT-계획하기 8.2.3

등 CPU 구조의 핵심적인

CPU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답: 162쪽

부분을 파악한다.

KS3, 글머리 기호 6

파악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5

하드웨어 및 프로세싱

성취 가능 목표

IT-생각하기 8.2.6

두 구조 모두의 장점 및

(위 참조)

(위 참조)

두 구조 모두의 장점 및 단점

IT-생각하기 8.2.7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을 설명할 수 있다.

해답: 162쪽

KS3, 글머리 기호 6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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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이 단원은 학생들이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알고리즘

정보 기술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제와 비슷하지만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보다 작은 예시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일반화).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기준을 사용하며,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답을 만들 때

동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알고리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표현(프로그래밍 구조에 의존할)과 다르다는 점을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해답의 품질을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제 상황 모델의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사용하여

효용성을 평가한다.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가

해답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사항을 파악한다.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프로그래밍 및 개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려한다. 사용자들이 해답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설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것을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어와 표준

적절히 교정한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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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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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1차시

알아두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과정의 마지막 단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지난 3년간 배운 내용을 총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앞으로

컴퓨팅 및 컴퓨팅 과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은 앱스 포 굿(Apps for Good, www.appsforgood.org)이 2013~14년 개발한 프로그램을 참고한
것이다. 앱스 포 굿 프로그램은 이 단원보다 내용이 더 많으며 성공적인 앱을 개발하려면 세일즈/마케팅 측면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에게 접근할 기회와 전국 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프로 개발자들과 함께 앱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앱스 포 굿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일하는 차별화된 학습 모델을 강조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학교나 주변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 단원에서는 앱스 포 굿 프로그램과는 달리 형식이 아니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도전 과제의 범위를 확장하여
미술 수업과 협업하고 학생들이 앱의 시각 디자인도 고려해 만들도록 해도 좋다.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는 앱의 비즈니스 모
델이나 마케팅 전략은 다루지 않지만, 다른 수업과 협업해 이러한 측면을 함께 다루어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특정 앱이 웹 앱인지 네이티브 앱인지 판단할 수 있다.

권장 목표
팀 프로젝트의 역할을 나눌 수 있다.
특정 앱이 하이브리드 앱인지 판단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팀 프로젝트의 역할을 나누고 역할 변화의 결과를 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교과 외 연계
디자인: 검색 및 탐구, 디자인 문제 파악 및 해결하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132~135쪽

App(앱)

비디오 9.1A: 모히마(Mohima)의 트랜싯(Transit) 소개

Evaluation(평가)

인터랙티브 9.1A: 앱이란?
워크시트 9.1A: 상호 협력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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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준비 활동, 비디오 9.1A
이 단원의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과정의 마지막 도전 과제로서, 지난 몇 년간 배운 지식, 기술,
경험을 전부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본인이나 부모님, 교사 등의 주위 사람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만들어 보게 된다. 비디오 9.1A를 보여 준다. 모히마가
자신이 개발한 앱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다.
본 차시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다음 남은 다섯 차시를 통해 도전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해 준다.

주요 활동 1: 앱이란?, 인터랙티브 9.1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앱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한다. 그다음 9.1.1 IT-생각하기와 인터랙티브 9.1A를 진행한다.

주요 활동 2: 앱을 개발하려면?
학생들이 그간 배운 분해, 추상화, 일반화, 알고리즘 만들기, 평가 등의 컴퓨팅 기술이 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작한다. 9.1.2 IT-생각하기를 진행한다.

총정리: 팀 결성하기, 워크시트 9.1A
학생용 교재를 이용해 앞으로 도전 과제 완성을 목표로 거칠 개발 과정을 짚어준다. 다음 한 차시는 아이디어 발상과 선별
과정에, 그다음의 한두 차시는 범위 좁히기 과정에, 남은 두세 차시는 실제 제품 개발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팀당 인원이 4~5명이 되도록 학생들을 팀별로 나눈다. 관심사, 학습 능력, 친구 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여러분이 직접 팀을
짤 수도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팀을 짜게 할 수도 있다. 팀 하나가 기술 분야 스타트업 회사 하나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규칙을 명시한 계약서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상호 협력 동의서(IT계획하기 9.1.3)를 수업 시간에 살펴본 다음 남은 부분은 숙제로 해 오게 한다. 워크시트 9.1A에 동의서 예시 서식이 있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네이티브 앱과 웹 기반 앱을

구분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앱 역시 구별할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앱 종류별로 사용되는 기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해’, ‘추상화’, ‘일반화', ‘알고리즘’, ‘평가’ 용어의 뜻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팀에서 핵심적 역할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몇몇의 학생들은 각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 변화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팀별로 IT-계획하기 9.1.3을 해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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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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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생각하기 9.1.1

특정 앱이 웹 앱인지 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필수 목표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

특정 앱이 웹 앱인지 네이티

이티브 앱인지 판단할

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

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브 앱인지 판단할 수 있다.

수 있다.

용한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 밖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할 때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
다. 해결안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을 사용하여 해결안에 수정을 가하
며 추가적인 해결책을 만들 때 개선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9.1.3

팀 프로젝트의 역할을

(위 참조)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콘

팀 프로젝트의 역할을 나눌

워크시트 9.1A

나눌 수 있다.

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할 때

수 있다.

IT-생각하기 9.1.1

특정 앱이 하이브리드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독자
층을 파악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
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해한다. 해결안의 품질
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
하며, 해결안에 수정을 가하며 추가
적인 해결안을 만들 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특정 앱이 하이브리드 앱인지

앱인지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IT-계획하기 9.1.3

팀 프로젝트의 역할을

(위 참조)

(위 참조)

팀 프로젝트의 역할을 나누고

워크시트 9.1A

나누고 역할 변화의 결

역할 변화의 결과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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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알아두기
교실 환경을 고려해 팀별로 충분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 줄 시간이다. 벽이나 플립 차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게
하면 여러분도 학생들의 진도를 살펴보기 더 편할 것이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문제 상황의 핵심 요소를 일부 파악할 수 있다.

권장 목표
다양한 기준을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다.

성취 가능 목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고안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교과 외 연계
디자인: 검색 및 탐구, 디자인 문제 파악 및 해결하기

필요 자료
학생용 교재 3의 136~137쪽
비디오 9.2A: 아이디어 발상 및 선별 과정
워크시트 9.2A: 오하원칙(The 5 Ws)
워크시트 9.2B: 문제의 성격(The VEX factor)
워크시트 9.2C: 아이디어 중에서 선별하기

핵심 용어
Brainstorming(브레인스토밍)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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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차시 학습: 아이디어 발상과 스크리닝, 비디오 9.2A
비디오 9.2A를 보며 차시를 시작한다.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그다음 바로 본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활동 1: 브레인스토밍
학생용 교재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을 소개하고 팀별로 IT-계획하기 9.2.1을 진행한다. 10분의 브레인스토밍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은 학생들이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진행이 늦춰지는 경우 이미 생각해 낸 내용을
결합하거나 세부적으로 나눠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문제 상황을 양파에 비유해 생각해 보게 한다. 너무 세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양파 껍질이 얼마나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반대로 너무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양파의 핵심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게 만든다.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야 한다.

주요 활동 2: 더 깊게 생각하기, 워크시트 9.2A, 워크시트 9.2B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나온 아이디어 중 두 개를 골라 더 자세히 알아보는 활동이다. IT-계획하기 9.2.2와 학생용 교재에 활동
방법과 단계가 소개되어 있다. 워크시트 9.2A와 워크시트 9.2B를 복사해 나눠 주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한 교재에 소개된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한 문제씩 살펴보게 한다. 그다음 그룹별로 나머지 팀원에게 역할
놀이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보여 준다.

총정리: 엘리베이터 피치
학생용 교재를 통해 엘리베이터 피치를 소개하고 IT-컴퓨팅하기 9.2.3을 진행한다.
본 차시 숙제는 다음 단계인 범위 좁히기 과정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방과 후에 꼭 팀별로 모여 숙제를 완성해 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팀원 간 역할을 잘 분배해
모두가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화 및 확장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학생용 교재에 소개된 방식 등을 통해 문제 상황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역할 놀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숙제
IT-컴퓨팅하기 9.2.4를 해 오게 한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보충 자료 워크시트 9.2C를 제공한다.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아이디어 평가 기준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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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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필수 목표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

주어진 독자층을 위하여 디지털

문제 상황의 핵심 요소를 일

소를 일부 파악할 수

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

콘텐츠를 평가 및 목적 재설정

부 파악할 수 있다.

있다.

용한다.

할 때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IT-생각하기 9.2.1

문제 상황의 핵심 요

디지털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
할 때 독자층을 파악한다. 컴퓨
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정보 기술이 가진 잠재성을 이
해한다. 해결안의 품질을 평가
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
며, 해결안에 수정을 가하며 추
가적인 해결안을 만들 때 개선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9.2.2

다양한 기준을 통해

(위 참조)

(위 참조)

다양한 기준을 통해 아이디

IT-컴퓨팅하기 9.2.4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어를 평가할 수 있다.

워크시트 9.2A

있다.

워크시트 9.2B
워크시트 9.2C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엘리베

엘리베이터 피치를 고

이터 피치를 고안한다.

안한다.

IT-컴퓨팅하기 9.2.3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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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3·4차시
학생용 교재의 9단원 3차시를 두 차시에 걸쳐 다룬다.

알아두기
지난 차시의 선별 과정을 거친 뒤 팀별로 두세 개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면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팀별로 아이디어를 하나씩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범위 좁히기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때를 대비해, 예비
아이디어를 팀별로 하나 정도 남겨두게 하는 것도 좋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새로 만들 앱의 실현 가능성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앱의 잠재 사용자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권장 목표
새로 만들 앱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앱의 잠재 사용자들에게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앱을 설명할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성취 가능 목표
새로 만들 앱에 대한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피드백과 관련해 앱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교과 외 연계
디자인: 검색 및 탐구, 디자인 문제 파악 및 해결하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142~149쪽

Quantitative data(양적 데이터)

워크시트 9.3A: 경쟁자 분석

Qualitative data(질적 데이터)

워크시트 9.3B: 시장의 규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학생용 교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비디오 9.3A: 트랜싯(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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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
시작하기: 범위 좁히기 활동
범위 좁히기 단계의 세 가지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세 가지 과정이란 바로 시장을 이해하는 것,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앞으로 두 차시에 걸쳐 학생용 교재 3차시의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 관리와 팀워크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이쯤에서 설명을 멈춘 다음 학생들이 보충 자료를 통해
스스로 학습해 보게 해도 좋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두 차시 진행 계획을 직접 짜 봐도 좋다. 여러분이 수업 진행 계획을 짜는
경우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차시에서 한 그룹은 시장 이해하기 부분을, 다른 한 그룹은 사용자 이해하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 차시에서는 팀 전체가 함께 해결 방안 이해하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팀 전체가
주요 활동 1과 주요 활동 2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해도 좋다.

주요 활동 1: 시장 이해하기, 워크시트 9.3A, 워크시트 9.3B
IT-계획하기 9.3.1을 진행한다. 워크시트 9.3A는 이에 대한 보충 활동이다. IT-계획하기 9.3.2를 보충 자료인 워크시트 9.3B를

활용해 진행한다. 그다음 IT-계획하기 9.3.3을 진행한다. 워크시트 9.3A가 여러 장 필요할 것이다.

주요 활동 2: 사용자 이해하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학생용 교재
IT-계획하기 9.3.4, IT-계획하기 9.3.5, IT-계획하기 9.3.6, IT-계획하기 9.3.7을 진행한다. 본 학습 활동은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8단원의 학습 활동과 매우 유사한데, 따라서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학생용 교재를 보며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앞서 ①권 8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점이 잘 진행되었고 어떤 점은 잘 안
되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당시의 프로젝트를 토대로 이번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활동 3: 해결 방안 이해하기, 비디오 9.3A, 워크시트 9.3C
IT-컴퓨팅하기 9.3.8을 진행한다. 시간이 충분하면 트랜싯(Transit) 사례 연구와 관련된 비디오 9.3A를 보여준다. 트랜싯 개발

팀이 앱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본 활동에서 학생들이 개발할 앱은 학생들이 사용할 제작 툴의
영향을 받는다. 본 교재에서는 앱셰드(AppShed)를 추천하지만, 대신 앱인벤터(AppInventor)나 앱 빌더(App Builder)를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만약 여력과 시간이 있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사용해 웹 앱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지도해도 좋다. 앱셰드는 실제로 코딩을 할 필요 없이 웹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개발 툴이다. 시각적(비주얼) 편집기를 사용해
다양한 화면 유형과 동작을 추가한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다. 앱셰드에서 만든 앱은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하이브리드 앱으로 변환할 수 있고, 폰갭(PhoneGap)을 통해 앱 스토어에 내놓을 수도 있다.
워크시트 9.3C에는 학생들이 앱셰드(AppShed)를 통해 해결 방안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는 순서도가 있다.

9학년 앱셰드 튜토리얼과 9학년 앱셰드 튜토리얼(해설)의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 보며 앱셰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추가
활동(Further steps)’ 튜토리얼에 추가적 정보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진행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9.3.9 및 IT-컴퓨팅하기 9.3.10을 진행한다. 공용 데이터와 개인 소유 데이터에 대해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공용 데이터란? 개인 소유 데이터란? 공용 데이터가 개인 소유 데이터가 되거나 개인 소유 데이터가 공용 데이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정부가 개인 소유 데이터를 획득해 보관해야 할까?

총정리: 잘 되어가고 있나요?
다음 차시에서는 앱 설계를 시작하게 되므로, 활동을 멈추고 나머지 5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숙제로 해 올 부분을 파악하게 한다. IT-컴퓨팅하기 9.3.11도 숙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진도가 느린 팀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해 주어야 할 수 있다.

차별화 및 확장

3·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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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유사 제품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유사 제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목표로 하는 시장과 시장의 요구 사항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시장의 요구 사항과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제품을 설명하고 시장 조사에 알맞은 질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상품을 설명하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조사 대상이 명확한 시장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피드백 전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피드백 및 분석에 기반해 자세하고 보완된 알고리즘을 만들 것이다.
주요 활동 3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결 방안의 기술적 측면과 필요한 데이터 유형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 결정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해결 방안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접근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최소 기능 제품(MVP)을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피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학생들이 스스로 숙제로 해 올 내용을 판단하면 되지만, IT-컴퓨팅하기 9.3.11도 숙제로 해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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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3·4차시 평가표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9.3.1

새로 만들 앱의 실현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 앱의 실현 가능성

IT-계획하기 9.3.2

가능성에 어떤 요소가

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

여러 개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

IT-계획하기 9.3.3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

용한다.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

는지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워크시트 9.3A

파악할 수 있다.

웨어를 선택, 결합 및 사용한다.

워크시트 9.3B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
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용성을 고
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결안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
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정한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필수 목표

IT-계획하기 9.3.5

새로 만들 앱의 잠재

(위 참조)

(위 참조)

새로 만들 앱의 잠재 사용자

IT-계획하기 9.3.6

사용자들에게서 데이

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할 방

IT-컴퓨팅하기 9.3.9

터를 수집할 방법을

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생각해낼 수 있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9.3.1

새로 만들 앱의 실현

(위 참조)

(위 참조)

새로 만들 앱의 실현 가능성

IT-계획하기 9.3.2

가능성을 설명할 수

을 설명할 수 있다.

IT-계획하기 9.3.3

있다.

IT-계획하기 9.3.5
IT-계획하기 9.3.6
IT-계획하기 9.3.7
워크시트 9.3A
워크시트 9.3B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권장 목표

IT-계획하기 9.3.5

새로 만들 앱의 잠재

(위 참조)

(위 참조)

새로 만들 앱의 잠재 사용자

IT-계획하기 9.3.6

사용자들에게서 수집

들에게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

IT-계획하기 9.3.7

한 데이터를 분석할

석할 수 있다.

수 있다.

3·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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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국가 교육과정 연계

진도표 성취 연계

차시 목표(필수 목표,
권장 목표, 성취 가능 목표)

관련 학습 활동 및
자료

보고용 문구

KS4,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권장 목표

(위 참조)

재귀적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문

새로 만들 앱을 설명할 알고

할 알고리즘을 작성

제와 비슷하지만 보다 작은 예시

리즘을 작성한다.

한다.

IT-계획하기 9.3.4

새로 만들 앱을 설명

상황에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그
특성이 같으며 문제 해결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
한다(일반화). 알고리즘 성능이라
는 개념을 이해하며, 어떤 경우 동
일한 작업에도 그 성능 특성이 다
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KS4, 글머리 기호 2

알고리즘

성취 가능 목표

IT-계획하기 9.3.5

새로 만들 앱에 대한

(위 참조)

알고리즘 설계는 프로그래밍 언어

새로 만들 앱에 대한 피드백

IT-계획하기 9.3.6

피드백에 기반을 두

에서의 알고리즘 표현(프로그래밍

에 기반을 두고 알고리즘을

IT-계획하기 9.3.7

고 알고리즘을 수정,

구조에 의존할)과 다르다는 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9.3.11

보완할 수 있다.

이해한다. 알고리즘과 비슷한 문
제 상황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한
다. 문제 해법을 일반화할 때 정보
가 걸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
한다(추상화). 알고리즘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이
용한다. 체계화된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IT-계획하기 9.3.5

피드백과 관련해 앱

(위 참조)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

피드백과 관련해 앱의 문제

IT-계획하기 9.3.6

의 문제 해결 방안에

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

해결 방안에 대한 적절한 설

IT-계획하기 9.3.7

대한 적절한 설명을

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

명을 제시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9.3.8

제시할 수 있다.

다. 더 큰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

IT-컴퓨팅하기 9.3.11

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어를 디지털 자료
로 옮겨올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
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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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학생용 교재의 9단원 4차시를 두 차시에 걸쳐 다룬다.

알아두기
3차시 및 4차시에 언급했듯 본 교재에서는 프로그래밍 툴로 앱셰드(AppShed)를 소개했다. 하지만 앱인벤터(AppInventor),
앱 빌더(App Builder) 등을 선택해도 좋다. 그리고 만약 여력과 시간이 있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앱
프로그래밍 방법을 지도할 수도 있다. 코드를 사용한 앱 설계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 jQueryMobile, Sencha Touch, AngularJS, MooTools, Bootstrap, HTML Boilerplate 등의
프레임워크가 있다.

학습 목표
필수 목표
앱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앱의 화면 배치도를 만들 수 있다.
앱 일부를 코딩할 수 있다.
적절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테스트할 수 있다.

권장 목표
앱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적절한 스크린 맵을 만들고 앱을 설명할 와이어프레임 다이어그램을 일부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작동하는 앱을 코딩한다.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에 반응한다.

성취 가능 목표
앱을 자세히 설명하는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 전체를 작성한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앱을 코딩한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앱을 수정한다.

컴퓨팅 국가 교육과정 연계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최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한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성취한다.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퓨팅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교과 외 연계
없음
5·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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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필요 자료

핵심 용어

학생용 교재 3의 150~153쪽

Screen map(스크린 맵)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학생용 교재

Wireframe(와이어프레임)

워크시트 9.4A: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워크시트 9.4B: 목표 달성 여부 테스트하기
비디오 9.4A: 홍보하기
워크시트 9.4C: 평가하기

강의 노트
시작하기: 사용자 경험 및 우선순위 정하기, 워크시트 9.4A
학생용 교재의 졸모(Zolmo) 사례를 통해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이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다음 학생용 교재를 통해 목적과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IT-계획하기 9.4.1을 진행한다. RAD(Rapid
Applicaton Development, 고속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워크시트 9.4A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 1: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 만들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IT-계획하기 9.4.2를 진행한다. 본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①』 9단원을 참고하면 와이어프레임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와이어프레임은 종이에 연필로 그릴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나 온라인 툴(http://balsamiq.com, https://
gomockingbird.com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주요 활동 2: 프로그래밍, 워크시트 9.4B
IT-컴퓨팅하기 9.4.3을 진행한다. 진도가 빠른 팀은 IT-컴퓨팅하기 9.4.4를 이어 진행해도 좋다. 9.4.4는 앱을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 그 내용을 반영해 앱을 수정하는 활동이다. RAD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워크시트 9.4B를
제공하여 결과물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테스트해 보게 한다.

총정리: 홍보하기, 비디오 9.4A
팀별로 1분간의 시간 동안 나머지 학생들 앞에 서서 앱을 홍보하게 한다. 다른 팀은 이때 투자자 역할을 하게 하고, 드래곤스
덴(Dragon’s Den) 스타일로 해당 팀의 제품에 대해 4분간 이야기를 나눠 보게 한다. 비디오 9.4A를 먼저 보여 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차별화 및 확장
시작하기와 주요 활동 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앱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화면 배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앱의 목적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품을 설명하는 적절한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온전한 상품 설명을 제공하는 정확도 높은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활동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어도 앱 일부분이 작동하도록 코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 앱을 만들고 적절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며,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앱을 코딩하고 적절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것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최종
사용자 피드백에 대응해 앱을 수정할 것이다.

숙제
RAD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워크시트 9.4C를 통해 앱을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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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5·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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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계획하기 9.4.1

앱의 목표를 설명

실제 물리적 세상의 상황과 행동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해법과 컴퓨

앱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워크시트 9.4A

할 수 있다.

을 본떠 만든 컴퓨터에서의 추상

터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화 과정을 설계, 사용, 평가한다.

있다. 프로그래밍 시 고급 텍스트 언

IT-계획하기 9.4.2

앱의 화면 배치도

어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
KS4, 글머리 기호 2

질적인 경험이 있다. 불 연산자 등

분석, 문제 해결, 디자인, 컴퓨팅

다양한 연산자와 표현식을 사용하며

사고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프로그램 제어에 이를 적용한다. 데
이터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
정보 기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
러 개의 디지털 기기,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
택, 결합 및 사용한다. 특정 사용자
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
을 평가하고, 시각 디자인 특성의 유
용성을 고려한다. 기술의 사용이 사
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및
설명한다. 사용자들이 해결안의 품
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
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 개선
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교
정한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필수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앱의 화면 배치도를 만들 수

를 만들 수 있다.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필수 목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최

(위 참조)

앱 일부를 코딩할 수 있다.

IT-컴퓨팅하기 9.4.3

앱 일부를 코딩할
수 있다.

소한 하나 이상은 텍스트 기반 언
어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목록, 테이
블, 배열 등의 데이터 구조를 적절
히 활용하고, 프로시저와 함수를
이용하는 모듈러 프로그램을 설
계 및 개발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 및 결합하는 창의적인 프로
젝트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등 난이도가 있
는 목표를 성취한다.

5·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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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문제 해결을 위해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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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특정 사용자층의 요구에 만족하는

앱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정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창

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할 수 있다.

의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더 큰

수 있다.

KS4, 글머리 기호 2
(위 참조)

IT-계획하기 9.4.1

앱의 목표를 정확하게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다. 미디
어를 디지털 자료로 옮겨올 때 그 특
성을 고려한다. 사용자 피드백과 개
선된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관
점에서 기술 사용이 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설명 및 해명한다.

KS4, 글머리 기호 2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적절한 스크린 맵을 만들

들고 앱을 설명할 와이

고 앱을 설명할 와이어프

어프레임 다이어그램을

레임 다이어그램을 일부

일부 만들 수 있다.

IT-계획하기 9.4.2

적절한 스크린 맵을 만

만들 수 있다.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어느 정도 작동하는 앱을

IT-컴퓨팅하기 9.4.3

어느 정도 작동하는 앱
을 코딩한다.

코딩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권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에

에 반응한다.

IT-컴퓨팅하기 9.4.4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반응한다.
KS3, 글머리 기호 1

정보 기술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앱을 자세히 설명하는 스

스크린 맵과 와이어프레

크린 맵과 와이어프레임

임 전체를 작성한다.

KS4, 글머리 기호 2

IT-계획하기 9.4.2

앱을 자세히 설명하는

전체를 작성한다.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완벽하게 작동하는 앱을

IT-컴퓨팅하기 9.4.3

완벽하게 작동하는 앱을
코딩한다.

코딩한다.
KS3, 글머리 기호 8
(위 참조)
KS3, 글머리 기호 3

프로그래밍 및 개발

성취 가능 목표

(위 참조)

(위 참조)

피드백을 반영하여 앱을

KS3, 글머리 기호 8

정보 기술

(위 참조)

(위 참조)

IT-컴퓨팅하기 9.4.4

피드백을 반영하여 앱을
수정한다.

수정한다.

180

Unit 9

중등 소프트웨어 3단계 지도서-최종(1.26).indd 180

2018-01-26 오전 8:2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