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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컴퓨터란 무엇인가요?



1.1  들어가기

1.2  컴퓨터란 무엇인가?
1.3  프로그래밍 언어
1.4  운영체제

1.5  파이썬의 역사

CONTENTS Ch1 컴퓨터 및 프로그램과 파이썬 소개
1.6  파이썬 시작하기
1.7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문서화
1.8  프로그래밍 오류
1.9  그래픽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 사전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기계

컴퓨터의 개념

4

처리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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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치들을 
동작시켜 특정 작업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구성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부품

하드웨어 D
esigned by Alvarocabrera -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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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dVFvsCWXrA

https://www.youtube.com/watch?v=QdVFvsCW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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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구성

D
esigned by Freepik.com

created by O
rm

an C
lark for Prem

ium
Pixels.com

Q.  2 × 4 ＋ 5 ?
8 + 5 = 13

답은 13 !

(8) ＋ 5

기억

입력

제어

연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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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eNTlwnnhss

https://www.youtube.com/watch?v=4eNTlwnn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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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노이만 구조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입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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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장치

제어
장치

하드웨어 5대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저장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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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와 바이트

• 비트 (bit)

• 바이트 (byte)

0 1

1 0 1 1 1 1 0 0 =  188



• 형광등은 몇 개의 상태가 있는가?

12
•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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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이 2개 있다. 이 2개의 형광등으로 조합 가능한 모든 상태는?

ON
ON

ON
OFF

OFF
ON

OFF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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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인코딩

D
esigned by Freepik.com

11011011 01101101

21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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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인코딩

D
esigned by Freepik.com

01000001 01101101

A m
인코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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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Ⅱ 코드표



17

기억장치

✓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 작업 공간
✓ 무작위 순서로 접근 가능 (RAM)

메모리 주소 메모리 저장내용

.

.

.
2000
2001
2002
2003
2004

문자 ‘C’에 대한 인코딩
문자 ‘r’에 대한 인코딩
문자 ‘c’에 대한 인코딩
문자 ‘w’에 대한 인코딩
숫자 ‘3’에 대한 인코딩

01000011
01110010
01100101
01110111
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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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

✓ 전원이 소실되어도 저장된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영구적 기록 장치

HDD ODD USB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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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장치

✓ 컴퓨터에 문자나 숫자 등을 전달할 때 필요한 장치
✓ 데이터를 2진 데이터 형태로 변환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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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장치

✓ 처리 결과를 인간이 해석 가능한 형태  
 (문자, 숫자, 도형, 음성, 영상 등)로 출력하는 장치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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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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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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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치

D
esigned by Freepik.com

✓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장치

NIC



프로그램(Program) 이란?
• 프로그램 :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명령어(instruction)들의 리스트. ex) MS 워드, 엑셀, 

포토샾, 아래아한글등 

명령어 리스트 프로그램

명령어 리스트 따라 수행

=

상호작용



컴퓨터 언어

?

컴퓨터는 기계어(machine language)만 이해할 수 있다.

OK!!
01010101 
1010101010
1011001010
10110101 

기계어 자연어

English 
中国 
한국어 
Deutsch 



기계어

• 기계어의 예



이진수

Q) 이진수는 십진수와 무엇이 다른가?
A) 이진수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다.  

Q)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A)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십진수를 2로 나누고 나머지를 기

록하는 작업을 몫이 0이 될 때까지 되풀이하면 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필요성

Q) 그렇다면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면 어떤가?
• 기계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진수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  

•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연어와 기계어 중간쯤에 위치 
•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통역 



컴파일러

• 컴파일러(compiler)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통역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 기계어

컴파일러

010001101
010101001
0101010101
011001011111

1

if( x > 0 ) 
  pos++; 
else 
  neg++;

영어 한국어

번역가

시작이 좋
으면 끝도 

좋다. 
...

A good 
beginning 
makes a good 
ending. 
...



 int total = 
       mid + final; 
 print(“hello”); 
 return 0;

 MOV AX, MID 
 MOV CX, FINAL 
 ADD AX CX 
 MOV TOTAL, AX

컴퓨터 언어
 00001111 
 1011111 
 10000101

기계어 
machine language

어셈블리어 
assembly language

고급 언어 
high-level language

 - 컴퓨터가 바로 이해 
 - 실행하기 위해 결국에 
   기계어로 번역 됨 
 - 철저히 하드웨어 종속됨! 
 - 사람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 
 - 2진수값으로 구성됨

 - 이진수 기계어를  
    1:1 단어와 기호로 표기 
 - 저급 언어 
    (low level language) 
 - 그나마 사람이 이해 가능 
 - 어셈블러(assembler)라는 
    기계어로의 변환 프로그램 
필요

 - 높은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이 가능함 
 -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 유지 보수가 쉽다 
 - 하드웨어와 독립적임 
 - 컴파일러(complier)라는 
    변환 프로그램 필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에는 ’파이썬‘, ’자바‘, ’C’, ‘BASIC’ 들이 있
다.



파이썬

1991년에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의 특징

생산성이 뛰어나다.  
초보자한테 좋은 언어 – 인터프리터 언어



파이썬의 특징

파이썬은 문법이 쉬워서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이 많다. 

파이썬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라이브러리가 풍부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을 쉽게 사용

if "사과" in ["딸기", "바나나", "포도", "사과"]:     
 print("사과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파이썬 설치하기
파이썬을 설치하려면 http://www.python.org/에 접속하여 Download 메뉴
에서 Windows혹은 Mac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Python 3.6.x”을 선택한다. 

http://www.python.org/


파이썬 설치하기

반드시 다음을 체크할 것!



파이썬 쉘

파이썬 쉘에서는 >>> 뒤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되고 실행 결과가 화면에 출력된다.  
“>>>” 는 “명령 프롬프트”이다



Hello World! 출력하기 



macOS의 터미널 명령



python 을 실행한다



인터프리터 모드에서 Python을 실행



도전문제



계산하기 #1

Window PC에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썬 쉘에서
입력한 화면



pyCharm



pyCharm

JetBrains 사에 의해 개발된 파이썬 개발도구 
프로그램 작성, 편집, 저장, 실행이 가능하다 
기능이 강력함









ivis.kr 위키 참고

한글 입출력을 위해서는 코딩(부호화)방식을
컴퓨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utf-8이란 Universal Coded Character Set 
+ Transformation Format – 8-bit 의 약자

http://ivis.kr


규칙

수강자의 이름으로 된 폴더를 만든다 
“201812345-홍길동” 
“기초프로그래밍” 
“ch01” - 1장의 코드 

코드 1-3 : ComputerExpression.py 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든
다 
이 파일은 반드시 “ch01” 폴더 아래에 저장한다



키보드 기호의 이름 알아보기 1

` 역따옴표, grave, backquote등 ( 왼쪽 괄호, 여는 괄호

~ 물결표, tilde, wiggle ) 오른쪽 괄호, 닫는 괄호

! 느낌표, exclamation mark, bang - 빼기표, 풑임표, 하이픈, minus, dash

@ 골뱅이, 앳 사인, snail(달팽이) _ 밑줄문자(표), 언더스코어, 언더바,

# 해시기호, 샾, pound, number + 더하기표, plus sign

$ 달러기호, cash, currency symbol = 등호, equal sign

% 퍼센트기호 {, }
왼쪽, 오른쪽 중괄호, 

여는, 닫는 중괄호

^ 캐럿, 꺽쇠기호, circumflex, up arrow [, ]
왼쪽, 오른쪽 대괄호, 

여는, 닫는 대괄호

& 앰퍼샌드, and, amper | 수직선, pipe, verti-bar

* 별표, 스타, asterisk / 빗금, 슬래시, 나누기,



키보드 기호의 이름 알아보기 2

\
역슬래시, 프로그래밍에서는 

탈출문자라고도 함, ₩로 표시되기도 함 ⌘ 커맨드키, 애플키 - macOS에서 다른 
키와 조합하여 특수한 기능을 수행

: 콜론, 쌍점 Tab 탭키 - 커서를 여러칸 움직이는 키

; 세미콜론, 반쌍점 Esc 이스케이프키, 탈출키

“ 큰따옴표, 겹따옴표, quotation mark Enter 엔터키, macOS에서는 리턴키

‘ 작은따옴표, apostrophe shift
시프트키 - 대/소문자를 입력하거나 한글 
두벌식 키의 된소리입력시 사용

. 마침표, dot, period, full stop Caps Lock 캡스록 - 로마자 대/소문자를 바꾸는 키

? 물음표, question mark Delete 삭제 키, delete 키

fn
기능키, 펑션키, 컴퓨터의 기능, 동작을 

할당할 수 있음 Insert 삽입 키, insert 키

Ctrl 혹은 control 키 - 다른 키와 조합하여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키

PgUp, 
PgDn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Alt
혹은 option 키 - control 키와 

마찬가지로 다른 키와 조합하여 기능수행 Home 홈키



주석문

프로그램의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문장 
프로그램의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두개의 메시지를 출력한다”
는 아래 파이썬 문장이 하는 역할을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프로그램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들여쓰기(indentation)

코드를 입력할 때 들여쓰기는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과 같이 잘못된 들여쓰기는 에러를 유발함

print(“”) 문 앞에 불필요한 들여쓰기가 있음



적절한 공백

print(3+4+5)  보다는 
print(3 + 4 + 5) 와 같이 적절한 공백을 넣어 코딩하면 읽기가 더 
쉽다



프로그램 오류-  1. 문법적인 오류

문법적인 오류(syntax error) 
파이썬 언어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오류

print(“”) 문에 닫는 따옴표가 없음



2. 실행시간 오류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 발생하는 오류 
입력오류등이 있음 

print( 1 / 0 ) 과 같이 0으로 나누는 오류



3. 논리적 오류

문법상 오류는 없으나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방식대로 수행되지 않
을때 발생하는 오류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공식

공식은 다음과 같다

결과가 섭씨 -12.55라니? 뭔가 이상하다



수정한 코드

(화씨-32)에 1.8을 나누어야 함
1.8을 나누기 위해서는 5/9를 곱함



그래픽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파이썬은 그래픽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학습이 가능하다 
쉽게 파이썬 명령과 기능을 익힐 수 있다 
터틀 그래픽이라는 기능으로 code.org의 안나엘사와 함께하는 
코딩의 기능과 유사하다

http://c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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