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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 .

• 코딩 설명 예제 (반복 학습용) 

• 슈도 코드란? (pseudo code) 

• 데이터 베이스란 

• 그리고 말하고 싶은거 ^^ . . .



코드 설명이요?

• 첫번째 입니다. 코드 설명이라니 . . . 무슨 말인가여? 

• 최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계산기 를 왜 코딩 해 보죠? 라는 주제로 문의가 들어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
다. 

• 그 내용이 괜찮은것 같아 재방송을 먼저 해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려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우게 됩니다. 

1. 화면에 “Hello World!”  라고 출력 하는 것  

2. 키보드로 입력된 것을 화면에서 출력 하는 것 

3. 키보드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요리조리 해서 화면에 출력 하는 것  

거의 이렇습니다. 



왜 이 순서 인가요?

•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건 사람이 계산하는데 너어어무 오래 걸리는 수학 계산을 

• 기계를 통해 빨리 결과를 보기 위해서 

• 수학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고 쓰다보니  

• 여러방향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 같아  

• 기계를 변형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컴퓨터의 유래 입니다. 



헉 . . . 계산기가 컴퓨터 라고요

• 넵 원론 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 수학 연산을 빨리 처리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튜링 머신은요? -> 이또한 기계를 이용 수학적으로 암호를 풀기 위해서 입니다.  

• 전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전자계산기 라고 합니다.  

• 전자계산기? 어디서 많이 들어 보신적이 . . . 



혹시 전산학과 라고 들어 보셨나요?

• 넵 맞습니다. 전산학과의 의미가 전자계산학? 전자계산공학? 계산통계학? 이런 
의미에서 줄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 그래서 사실 컴퓨터와 수학은 일촌 지간 입니다.  

• 그리고 영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발전 역사 중심엔 영어권 국가들의 영
향이 컸었습니다.  

-> 그래서 개발자로써 더 성장하기 위해선 영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입력, 출력이 머에요?

•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 재료(그린티, 우유, 얼음, 설탕, 휘핑크림?) 가 필요 합니다. 

• 프라푸치노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가 필요 합니다. 

• 만든걸 담아 마시기 위해 컵이 필요로 합니다.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재료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 )

믹서기  
(계산하는 영역)

그린티 프라푸치노 
(계산 결과를 받아 보는 것, 출력)



그렇습니다. 입력, 출력은!!!

• 수학 계산을 할려면 계산을 하기 위한 숫자들을 컴퓨터에 인식 시키는 일을 합니
다. 이것이 바로 입력(input) 이라고 합니다. 

• 반대로 컴퓨터에서 계산된 결과를 사람이 다시 봐야 해서 화면이나 종이에 내보
내는 일을 하는 것을 출력(output) 이라고 합니다. 

• 컴퓨터에 숫자를 인식 시키고, 계산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 

• 이것을 하기 위해선 입력과 출력이 필요 합니다.



그럼 계산기 pseudo code는?
• 우선 슈도 코드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와 유사한 가상 코드를 말합니다. 

(제가 이부분을 어떤 분에게 쉐도우 코드라고 잘못 알려드렸네요 정정합니다. ^^) 

• 아래 pseudo code는 숫자 2개와 사칙연산 기호를 입력받고, 사칙 연산이 ‘+’ 인 경우, 
덧셈한 결과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main () { 

number_type input_1, input_2, ret; 
character_type input_c;  
input(“input number 1 “, input_1); 

  input(“input cal is “, input_c); 
  input(“input number 2”, input_2); 
  if ( input_c equal to ‘+’ ) { 

  ret = input_1 + input_2; 
  print(input_1 + input_2 = ret); 

} 
}

• pseudo code의 작성 규칙은 따로 정의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보신분께서는 알려주세요)



헉 저게 머죠?
• 슈도 코드 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컴퓨터에게 시키면 컴퓨터가 이해 못합니다.  

• 네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아주 유사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 저렇게 어떻게 하나요?  

• 혹시 제가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개발)은 글쓰기 라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 넵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게끔 글을 쓰는게 프로그래밍 입니다. 

• 저걸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 하냐구요?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숫자 2개와 사칙연산 기호를 입력 받고, 사칙연산 기호가 덧셈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산되어 

보여지도록 실제 글과, Pseudo Code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 예) 3 + 2 = 5

main () { 
number_type input_1, input_2, ret; 
character_type input_c;  
input(“input number 1 “, input_1); 

  input(“input cal is “, input_c); 
  input(“input number 2”, input_2); 
  if ( input_c equal to ‘+’ ) { 

  ret = input_1 + input_2; 
  print(input_1 + input_2 = ret); 

} 
}

  1. 숫자 하나를 입력 받습니다. 
  2. 사칙연산 기호를 입력 받습니다. 
  3. 숫자 하나를 더 입력 받습니다. 
  4. 사칙연산 기호가 무엇인지 확인 합니다. 
  5. 덧셈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6. 1번과 3번을 덧셈하여 결과를 저장.  
  7. 1번, 사칙연산기호, 3번, 6번을 보여줌. 
  

Pseudo Code 실제 글로 표현



이제 설명 하겠습니다.
main () { 

number_type input_1, input_2, ret; 
character_type input_c;  
input(“input number 1 “, input_1); 

  input(“input cal is “, input_c); 
  input(“input number 2”, input_2); 
  if ( input_c equal to ‘+’ ) { 

  ret = input_1 + input_2; 
  print(input_1 + input_2 = ret); 

} 
}

  1. 숫자 하나를 입력 받습니다. 
  2. 사칙연산 기호를 입력 받습니다. 
  3. 숫자 하나를 더 입력 받습니다. 
  4. 사칙연산 기호가 무엇인지 확인 합니다. 
  5. 덧셈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6. 1번과 3번을 덧셈하여 결과를 저장.  
  7. 1번, 사칙연산기호, 3번, 6번을 보여줌. 
  

Pseudo Code 실제 글로 표현

여기서 실제 글로 표현한건 컴퓨터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지 표현 하느라 쓴 글 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을 보신다면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넵 그렇습니다.
•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이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 써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전에 말했듯이  

• 평소에 글쓰기를 해본적이 많지 않아서 이며  

• 컴퓨터 관점으로 생각을 안해서 입니다. 

• 이 부분을 빨리 인지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말하려 했던 거 
• 두 번째 . . . 데이터 베이스  

• 데이터 베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 왜 중요 한가. . .  

• 현재 정보통신 산업의 가장 기본은 자료 즉 데이터 기반입니다. 

•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 수 많은 데이터는 결국 쓰레기 일 뿐입니다.



쓰레기 산더미 vs 황금 광산
•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한 학문이기도 한 데이터 베이스는  

• 컴퓨터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의 관리 입니다.  

• 관리에 있어서 많이 하는 부분은  

• 얼마나 빨리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느냐 

• 얼마나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 하느냐 입니다. 



신뢰도 . . .
• 수 많은 자료(또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수업이 가공하게 되는 일이 

•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가공 이후의 자료가 잘 저장 보존 되어 있어야 하는데  

• 자료가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새로 추가된다면  

• 우리는 자료를 신뢰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는

• 중요한 영역 입니다.  

• 개발에 있어서 공부해야 하는 분야 중 큰 분야 중 하나 입니다.  

•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준비하여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말 . . .

- 지금까지 약 9회에 걸친 자료가 공유 되었습니다.  

- 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가거나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쉽게 이해 하실수 있도록  

   정리하여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A : ind4@naver.com

mailto:ind4@naver.com?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