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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위한 안내

이 책의 원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COS 109 - Computers in Our World’ 과목의 교재로 활용

되고 있다. 이 과목은 비이공계 전공자들에게 컴퓨터 기술과 그 파급 효과를 폭넓게 소개하는 

과정으로서, 기술적인 개요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변천사를 알려 주고 현시대에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컴퓨터 공학이나 전산학에 대한 개론 수업 교재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1~3장)에서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내부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2부(4~7장)에서는 소

프트웨어를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으로 확장해 나간 다음, 오픈 소스, 버그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정보까지 다룬다. 3부(8장~12장) 통신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인터넷, 웹 기술에 대해 알아본 

후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것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

한다.

이 책의 각 장은 일련의 컴퓨터 공학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연관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영역에 대해 더 깊게 다루고자 한다면 강의 자료를 보강하거나 과제나 토론 형태로 학생들

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 학기의 강의 교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강의는 vi페이지에 있는 강의 계획표 예시

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또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다만 3장 ‘CPU 속으로’와 7장 ‘프로그래밍 배우기’의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습과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3장의 경우 저자 웹 사이트인 kernighan.com에 링크

된 ‘Toy simulator’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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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I  하드웨어

CHAPTER  1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논리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CPU, RAM, 저장 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루

어지는 논리적 구성은 1940년대 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전기, 전자, 소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수많은 변화와 함께 엄청난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

의 동력으로 작용한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CHAPTER  2  비트, 바이트, 정보의 표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이어서 디지털 정

보 표현의 기본 단위인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비트 연산의 기본이 되는 이진

수를 십진수와 견주어 살펴본다.

CHAPTER  3  CPU 속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준다. 모형 컴퓨터라는 가상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CPU가 

명령어 레퍼토리를 운용하는 방법과 디지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

한다. 실제 CPU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캐싱 기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P  A  R  T   I I  소프트웨어

CHAPTER  4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부분의 첫 장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략화되고 명확한 절차를 의미한다. 몇 가지 검색과 정렬 알고리

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알고리즘 복잡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장별 안내

장별 안내 xi



CHAPTER  5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살펴본다. 어셈블리 언어에 이어 대표적인 고수준 프로그래

밍 언어 몇 가지의 역사와 특징을 간단한 코드 예제와 함께 설명한다. 또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API, SDK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버그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지적 재산권, 표준, 오픈 소스에 대해서 살

펴본다.

CHAPTER  6  소프트웨어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 

체제와 그 위에서 다양한 응용 기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본다. 운영 체제에

서 핵심적인 요소인 시스템 콜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해 설명하고, 파일 시스템의 작동 방

식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계층 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CHAPTER  7  프로그래밍 배우기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 볼 차례다. 이 장에서는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 프로그램 개발 시 

테스트를 비롯한 주의 사항에 대해 몇몇 예제와 함께 실습해 본다.

P  A  R  T   I I I  통신

CHAPTER  8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대역폭, 범위와 같은 속성에 관해 

설명한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유선, 무선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발전 양

상에 따라 살펴본다. 이어서 정보 이론의 기본 개념인 압축, 오류 검출 및 수정 기법에 대해 알

아본다.

CHAPTER  9  인터넷  인터넷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인터넷상의 컴퓨터에 이름과 주소를 붙이는 방법, 네트워크 계층

별 프로토콜의 역할과 특성에 관해 설명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 ‘사물 인터넷’

이 프라이버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CHAPTER  10  월드 와이드 웹  흔히 ‘웹’으로 불리는 월드 와이드 웹이 어떻게 태어났고 인터넷

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웹을 구성하는 요소인 URL, HTTP, HTML, 브라우저 각각의 특

성과 함께 웹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웹으로 연결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보안 문제의 실제 사례와 유형별 방어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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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사용되는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본다. 검색 엔진과 SNS에서 사용자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 웹상에서 사용되는 주요 추적 

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

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과 집계에 이어,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12  프라이버시와 보안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암

호 기법과 디지털 익명성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암호 기법의 역사, 유형, 실제 적용 시나

리오에 관해 설명한다. 디지털 익명성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

하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화폐가 익명성 관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조명해 본다.

CHAPTER  13  마무리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범용적인 요소에 대해 정리하고, 

기술 시스템에서 현존하는 문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 앞으로 어

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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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한 외국 웹 사이트 게시판에서였다.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IT 기

업에 입사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

이는 데 도움이 되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입문서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달린 

댓글 중에서 처음 들어 보는 책이 있었고,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과연 어떤 책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아마존에서 책의 머리말을 확인했고, 저자인 커니핸 

교수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인문학, 사회 과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관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란 것을 알게 됐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학 신입생일 때 이 책을 만났더라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

지 않았을까?’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면서 따라가기 벅차다는 느낌을 자주 받은 데는 대부분 

원서인 데다 생소한 용어로 가득 찬 전공 서적이 한몫했으리라. 이 책을 먼저 읽었다면 컴퓨터

에 대한 흥미를 한층 더 키우고 전공 과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

었을 것이다.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러한 책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중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회사 업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

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따라서 기획, 마케팅, 디자인 등 다른 분야 종사자도 컴퓨

터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업무 효율을 빨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서를 구매해서 읽어 보면서 ‘저자가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구나. 그러면서도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참 적절하게 풀어서 잘 

전달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번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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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을 꼽자면, 우선 비전공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인 만큼 전공자들만 익숙한 표기법

이나 복잡한 수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친숙한 표현과 예제를 사용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함께 이야기해 줘서 한 

편의 소설이나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디지털 컴퓨터의 탄생부터 근래의 구글 대 오

라클의 자바 API 소송 현황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는데, 주석에 있는 

참고 서적들을 보면 저자가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각 영역에서 본질적인 개념을 명확히 이해

하고 각종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독자들은 알고 있던 내용

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컴퓨터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알게 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강의 교재로 이용할 경우 kernighan.com에 링크된 ‘Computers in Our World’ 과목 

사이트가 강의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참고하기 바란다.

저자인 커니핸 교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통과 의례처럼 거치는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코드를 처음으로 작성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코드와 번역서의 제목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새롭게 만나서 더 폭넓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 열려 

있는 기회를 더 잘 포착하고 도처에 숨어 있는 위협 요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얻기 바

란다.

역자에게 이 책은 첫 번역서인데,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데 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든다

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번역서 

출간을 결정해 주시고 여러 작업을 도와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 원고 교정을 진행해 주

신 배규호 선생님, 그리고 편집 디자이너를 비롯한 기타 관계자 여러분과 베타리더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항상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응원의 메시

지를 보내 주시는 효중이 형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곁에서 응원해 주고 번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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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99년 가을부터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리 세상의 컴퓨터들(Computers in Our World)’이라

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과목명이 이처럼 모호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과목명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각해 낸 이름이고, 나중에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 두자. 하지만 이 과

목을 가르치는 것은 하루하루 즐거운 강의와 연구 활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됐다.

이 강의는 우리 주변이 온통 컴퓨터와 컴퓨팅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

떤 종류의 컴퓨팅은 확연히 눈에 띈다. 학생 대부분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능은 내

가 대학원생이었던 1964년 당시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 전체의 업무를 처리하던 한 대의 IBM 

7094 컴퓨터(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고, 부피는 냉방 시설이 있는 매우 큰 방을 채울 정도였다)에 비

해 월등히 높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 전화의 성능 또한 1964년에 사용되던 그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다. 모든 학생은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세계 인구의 상당수도 이와 마찬가

지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검색과 쇼핑을 하고,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는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부일 뿐이며, 그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우리는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기뿐만 아니라 카메라, DVD 플레이어, 태블릿, 내비게이션, 게

임기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인 전자 기기에 숨어 있는 컴퓨터를 보지 못할뿐더러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또한 전화 네트워크, 케이블 TV, 항공 교통 관

제, 전력망, 은행과 금융 서비스와 같은 인프라가 컴퓨팅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도 생각하지 않

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시스템의 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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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크게 받고 있고, 어떤 이들은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람들

이 컴퓨터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면 좋지 않을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컴퓨팅의 기

본 개념은 알아야 한다. 즉,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컴퓨터가 

전혀 할 수 없는 일과 당장 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컴퓨터끼리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컴퓨

터끼리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컴퓨팅과 통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컴퓨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감시 시스템의 증가, 프라이버시 침해, 신분 도용의 위험성

에 대해 들으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컴퓨팅과 통신으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졌는지는 깨

닫지 못하는 것 같다.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은 NSA가 일상적으로 전화 통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 등 전자 매체를 이용한 통신을 감시하

고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폭로하는 문건을 언론인들에게 제공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감시 대상이었는데, 자국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도 예외는 아니

었다. 스노든의 문서에 따르면 다른 국가도 자국의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영국

의 NSA에 해당하는 정부통신본부(GCHQ)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기관들은 일상적으로 정

보를 공유하지만,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독일 정보기관은 NSA가 앙겔

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의 휴대 전화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놀랐

을 것이다.

기업 또한 우리가 온라인과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고 감시하며, 그로 인해 누구도 익

명으로 지내기 어려워졌다.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

를 이해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언어를 번역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그 대가로 우

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데이터 저장소를 노리는 범죄자의 공격은 예전보다 더욱 정교해졌다. 최근 들어 기업과 정부 

기관이 전자 매체를 통해 침입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범죄자는 고객과 직원에 대한 정보

를 대량으로 훔쳐 사기와 신원 도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을 노리는 공격도 흔히 발생한

다. 예전에는 나이지리아의 왕자나 그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을 무시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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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온라인 신용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표적 공격이 훨씬 더 교묘해졌고, 

기업용 컴퓨터의 보안 위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됐다. 

법적 관할권 문제도 까다롭다. 유럽 연합(EU)은 일반인들이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온라인 기

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주요 검색 엔진 업체에 ‘잊힐 권리’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제공하라고 요

구했다. 또한, EU는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회사에 이러한 작업을 미국이 아닌 EU에 

있는 서버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물론 이 규칙은 EU에서만 적용되며, 나

머지 지역에서는 관련 법규에 차이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즉 개인과 회사가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과 같은 업체가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곳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방식이 빠

르게 채택되면서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데이터는 더 이상 그 소유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

고, 다른 현안과 책임 및 취약성을 지니고 법적 관할권 관련 요구 사항에 직면할 수 있는 제3

자가 보유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분명히 

스마트폰도 그런 장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는 자동차, 보안 카메라, 가전제품 및 주

택 제어 장치, 의료 장비 같은 장치들뿐만 아니라 항공 교통 관제, 전력망과 같은 많은 인프라

도 포함된다. 앞으로도 시야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경향은 계속되리라 예상

되는데, 이는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

한 장치의 보안성은 더 성숙한 시스템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암호 기법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어책 중 하나다. 그 이유는 통신 내용과 저

장된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할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한 암호 기법조차도 끊

임없이 공격받고 있다. 정부는 개인, 회사, 테러리스트가 진짜로 비공개로 통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암호화를 깰 수 있도록 암호 기법 메커니즘에 대한 

백도어를 자주 요구한다. 물론 이렇게 요구할 때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이나 단지 ‘국가 보안을 

위해’ 같은 말을 내세우기는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이것은 나쁜 발상인데, 

약화된 암호 기법은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은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거리를 오가는 갑남을녀 같은 보통 사람이 각자의 배경과 

교육 수준과는 무관하게 걱정해야 하는 문제와 쟁점 중 일부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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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술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다. 즉, 공학, 물리학, 수학 전공자가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영

문학, 정치학, 역사학, 고전학, 경제학, 음악, 미술 전공자들로, 인문학도와 사회과학도가 모여 

있는 매우 좋은 표본이다. 종강 무렵에는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컴퓨팅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이해하게 되고, 이전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쩌면 틀린 부분을 지적하게 될지도 

모른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얘기하자면, 나는 학생들과 이 책의 독자들이 기술에 대한 현명한 

의문 제기를 통해 기술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기술이 때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유해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알았으면 한다.

리처드 뮐러(Richard Muller)의 저서인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Physics for Future Presidents)》은 지

도자들이 고심해야 하는 주요 이슈들, 즉 핵 위협, 테러 공격, 에너지 문제, 지구 온난화 등의 

바탕이 되는 과학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이 없더라도 박식한 사

람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뮐러의 접근법은 내가 전달하려는 

바에 부합하는 좋은 비유인데, 그것은 바로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컴퓨팅’이다.

미래의 대통령은 컴퓨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박식한 사람은 컴퓨팅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 다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컴퓨팅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 영역이 있으며, 이 책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하드웨어(Hardware)는 가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사무실에 

있으며,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 전화에 들어 있는 컴퓨터를 의미한다. 컴퓨터 내부에는 

무엇이 있으며,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할까? 비트와 바이트는 무엇이고, 음악, 영화, 그 밖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

될까?

소프트웨어(Software), 즉 컴퓨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명령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컴퓨

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왜 그토록 어려울까? 컴퓨터는 왜 자주 사용하기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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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Communication)은 컴퓨터, 휴대 전화, 다른 장치가 우리를 대신하여 서로 대화함으로써 사

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 웹, 이메일, SNS가 이에 해당

한다. 이것들은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특

히 프라이버시와 보안에는 어떤 위험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덧붙여 데이터(data)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데이터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가 수집, 저장, 처리하고 통신 시스템이 전 세계에 전송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 

중 일부는 우리가 신중하게 또는 별생각 없이 글이나 사진과 비디오를 업로드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다. 일부는 우리에 관한 개인 정보로, 대개 우리가 동의하기는커녕 모르는 상

태에서 수집되고 공유된다.

대통령이든 아니든, 컴퓨팅 세계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생활과 업무가 기술과 동떨어져 보이더라도 기술 및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 장치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은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판매원이나 전화 상담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 경우를 가려내는 것 

같은 간단한 일에서조차 도움이 된다. 실제로, 모르고 있다가는 직접 해를 입을 수 있다. 바이

러스, 피싱 및 유사한 위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좀 더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SNS가 어

떻게 여러분이 비공개라고 생각했던 정보를 유출하거나 심지어 널리 알리는지를 모른다면 여

러분은 자신이 알아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관계

자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을 인식하

지 못하면 사소한 이익을 대가로 개인 정보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커피숍이나 공항에

서 개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모르면 돈이나 신원 정보를 도용당하기 

쉽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닥칠 위험을 각오하고 정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모르는 

척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제부터 먼저 읽고 앞부분

을 나중에 읽고 싶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8장부터 나오는 네트워크, 휴대 전

화, 인터넷, 웹,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먼저 읽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 몇몇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이전 장들을 봐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숫

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 예를 들어 2장에 있는 이진수의 작동 원리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무

방하며, 몇 개의 장에서 설명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부 사항은 무시해도 된다. 마지막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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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들을 열거했고, 내용의 출처와 도움이 될 만한 보충 자료에 

대한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용어 정리 부분은 중요한 기술 용어와 약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설명을 제공한다.

컴퓨팅에 관한 모든 책은 금세 구식이 되어 버릴 수 있고,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초판은 NSA

가 개인을 어느 정도로 감시하는지 알게 되기 훨씬 이전에 출간됐다. 나는 이러한 몇 가지 중

요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책을 업데이트했는데, 많은 부분이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관련된 것

이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문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불분명한 설명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으며, 일부 오래된 자료는 삭제하거나 새것으로 대체했다. 그런데도 여러

분이 이 책을 읽을 즈음이면 몇몇 세부 사항은 틀리거나 지나간 정보가 되었을 것이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 나머지는 책의 웹 

사이트인 kernighan.com을 통해 업데이트, 수정 사항, 추가 자료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이 놀라운 기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브라이언 W. 커니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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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 컨(Vickie Kearn), 폴 커니핸(Paul Kernighan), 에렌 쿠어선(Eren Kursun), 데이비드 맬런(David 

Malan), 데이비드 모스코프(David Mauskop), 디파 무랄리드하르(Deepa Muralidhar), 매들린 플라

넥스-크로커(Madeleine Planeix-Crocker), 아놀드 로빈스(Arnold Robbins), 하워드 트리키(Howard 

Trickey), 재닛 베르테시(Janet Vertesi), 존 웨이트(John Wait)로부터 전체 원고에 대한 소중한 제

안, 비판, 교정을 받았다. 그리고 데이비드 도브킨(David Dobkin), 앨런 도노반(Alan Donovan), 

앤드류 저드키스(Andrew Judkis), 마크 커니핸(Mark Kernighan), 엘리자베스 린더(Elizabeth 

Linder), 재클린 미슬로우(Jacqueline Mislow), 아르빈드 나라야난(Arvind Narayanan), 조나 사이노

위츠(Jonah Sinowitz), 피터 와인버거(Peter Weinberger), 토니 워스(Tony Wirth)부터는 유용한 조

언을 받았다.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의 제작팀, 마크 벨리스(Mark Bellis), 로레인 도네커(Lorraine 

Doneker), 드미트리 카레트니코프(Dimitri Karetnikov), 비키 컨(Vickie Kearn)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거웠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이와 아울러 따뜻한 환대와 대화, 주 1회 무료 점심을 제공해 준 프린스턴 대학 정보 기술 정

책 센터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계속 나를 놀라게 하고 영감을 주는 COS 109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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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에 대한 감사의 글

나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관대한 도움과 충고를 받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특히 존 벤틀리

(Jon Bentley)는 여러 초안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상세한 의견을 주었다. 아울러 클레이 바보르

(Clay Bavor), 댄 벤틀리(Dan Bentley), 힐도 비에르스마(Hildo Biersma), 스투 펠드먼(Stu Feldman), 

제라드 홀즈만(Gerard Holzmann), 조슈아 카츠(Joshua Katz), 마크 커니핸(Mark Kernighan), 멕 커

니핸(Meg Kernighan), 폴 커니핸(Paul Kernighan), 데이비드 맬런(David Malan), 탈리 모어셰트(Tali 

Moreshet), 존 리에커(Jon Riecke), 마이크 쉬(Mike Shih), 비야네 스트롭스트룹(Bjarne Stroustrup), 

하워드 트리키(Howard Trickey), 존 웨이트(John Wait)는 완성된 초안을 매우 세심하게 읽고 많

은 유용한 제안을 해 주었고, 몇 가지 주요한 실수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또한, 제니퍼 첸

(Jennifer Chen), 더그 클라크(Doug Clark), 스티브 엘거스마(Steve Elgersma), 아비 플램홀즈(Avi 

Flamholz), 헨리 라이트너(Henry Leitner), 마이클 리(Michael Li), 휴 린치(Hugh Lynch), 패트릭 매코

믹(Patrick McCormick), 재클린 미슬로우(Jacqueline Mislow), 조너선 로쉘(Jonathan Rochelle), 코리 

톰슨(Corey Thompson), 크리스 밴 윅(Chris Van Wyk)은 소중한 의견을 주었고, 이에 대해 감사한

다. 나는 모쪼록 그들이 내가 조언을 반영한 많은 부분은 알아보고, 반영하지 않은 몇 부분은 

알아채지 못하기를 희망한다.

데이비드 브레일스퍼드(David Brailsford)는 자신이 어렵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가 출판과 

텍스트 서식의 설정에 대한 유용한 조언을 많이 제공했다. 그렉 도엔치(Greg Doench)와 그렉 

윌슨(Greg Wilson)은 출판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 사진을 제공해 준 제라드 홀즈만(Gerard 

Holzmann)과 존 웨이트(John Wait)에게도 감사한다.

해리 루이스(Harry Lewis)는 처음 몇 개의 초안이 작성된 2010~2011학년도에 나를 하버드 대

학에 초대해 주었다. 비슷한 과목을 가르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리의 조언은 여러 개의 초

안에 대한 그의 의견과 더불어 매우 소중했다. 하버드 대학의 공학 및 응용 과학 학부(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와 인터넷 및 사회를 위한 버크먼 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는 사무 공간과 편의 시설, 우호적이면서 고무적인 환경, 정기적인 무료 점심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특히 COS 109, ‘우리 세상의 컴퓨터들(Computers in our World)’을 수강한 수백 명의 학생들

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관심, 열정, 우정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됐다. 나는 그들이 지금부

터 몇 년 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든 이 과목을 들은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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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대원(줌인터넷)

학부생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나 들었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볼 기회를 가져서 좋았고, 개발자

라면 모두 관심 있을 만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 만족한 독서였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Hello, Digital 

World’라는 제목 때문에 가볍게 책을 대했지만, CPU라든지 네트워크, 마이닝 기법 등 다양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예리(링크잇)

컴퓨터학과 신입생, IT에 관심 있는 학생들, 비전공 개발자, 다시 기본을 다지고 싶은 전공자들

에게 추천합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넓게 다루고 있어서 책상 옆에 두고 궁

금할 때마다 다시 펼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T 분야의 다양한 용어, 개념 등

을 탄생 배경부터 곁들여 설명하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스로틀이 열리면서 동력계가 돌아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단순히 운전으로 얻는 재미보다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컴퓨터가 

돌아가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궁금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 지식을 축

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검색으로 알아내기 힘든 좋은 배경 지식을 전반적으로 잘 녹여 낸 책이었습니

다. 정말 즐거운 베타리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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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용(이상한모임)

이 책은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 대한 교양 수준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컴퓨터의 구조나 역사

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를 위한 입문서, 또는 배운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한 좋은 복습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정보화 시대에서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프라이버시에 대

해서도 과거의 흥미로운 사건들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현(SI 개발자)

잘 쓴 ‘컴퓨터 개론’을 만났네요. 가볍지 않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해 준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컴퓨터 관련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들(특히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 꼭 읽기를 

권하고 싶네요. 정말 좋은 책이란 느낌을 받았고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이쁜 책으로 만나길 바

랍니다.

 이정훈(SK주식회사)

컴퓨터 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잘 정리하여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는 

학생이 다시 된 듯해 좋았습니다. 이 분야가 빠르게 변하긴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몇십 년 전

의 설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는 IT의 사회적

인 부분에 대해 저자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좋은 칼럼을 읽는 것 같았습니

다. IT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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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Any sufficiently advanced technology is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 《3번 행성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Planet 3)》, 

기술과 미래(Technology and the Future), 1972.

2015년 여름, 우리 부부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석 달 동안 긴 휴가를 보냈다. 이 휴가를 보

내기 위해 웹 사이트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고, 열차표를 구매했으며, 대도시에는 호텔을 예

약하고 외딴곳에는 작은 집을 예약했다. 숙소 예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온라인 지도와 구글 스

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를 이용하여 주변과 명소를 자세히 살폈다. 여행 중에는 낯선 장소

에서 길을 찾기 위해 휴대 전화를 사용했고, 이메일과 스카이프(Skype)로 친구들이나 가족과 

연락을 취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냈고, 거의 매일 몇 시간씩 뉴욕에 있는 공동 저자와 

함께 책을 쓰는 작업을 했다. 우리가 대서양의 한가운데에 떠 있는 배에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두 번씩 메일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아마도 ‘그래서 뭐? 다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긴 휴가와 배

를 제외하면 여러분 말이 맞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생활 방식이다. 중개인 없이 

여행 준비를 하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연락을 취하기가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

한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 시스템은 매우 흔해져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됐음에도 우리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숙소를 찾고자 에어비앤비(Airbnb)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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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설립됐다. 지금은 19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50만 개의 숙소 목록을 보유하고 있

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호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에어비앤비의 가격은 

일반적인 호텔보다 낮은 편이고, 기술을 사용하여 적응 속도가 느린 기존의 규제 환경을 회피

한다.

택시를 두세 번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우버(Uber)를 이용하지도 않았지만, 물론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런던에서 이용했던 택시의 운전기사는 주변 사람들 몰래 우버 운전자로 부업을 한다고 했

다). 우버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6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버는 많은 도시에서 

택시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버 또한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다른 택시에 비

해 가격이 더 낮고, 기술을 사용하여 적응 속도가 느린 기존의 규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다.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익숙한 스카이프를 사용하느라 왓츠앱(WhatsApp)을 사용하지 않았지

만, 물론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왓츠앱도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 페이스북

(Facebook)이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왓츠앱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휴대 전화용 인스턴

트 메시징 시스템으로,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말, 그리고 2016년 5월과 7월

에 다시 브라질의 한 판사가 왓츠앱에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범죄 수사

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매번 이어진 항소 공판에서 

법원은 결정을 뒤집었고, 1억 명의 브라질 사용자들은 대형 통신 회사의 서비스 대신 왓츠앱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혀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기술의 범위,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는 어떠한지,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삶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기술

로 인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유쾌하고 낙관적이지 않다. 무수히 많은 컴퓨터 

시스템은 방금 언급한 모든 종류의 상호 작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여러분과 내가 상대한 

사람, 우리가 지급한 금액, 당시 우리의 위치 등).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주로 상업적 이용을 위한 것

인데, 기업이 우리에 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를 더욱 정확하게 타깃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자는 그러한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그 상세 정도를 알면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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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것과 같이 기업만이 유일한 관찰자는 아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이메일, 내부 보고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디지털 시대

의 감시 활동에 대한 많은 사실을 드러냈다. 폭로된 내용의 요점은 NSA가 모든 사람을 대규모

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노든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여 홍콩에 있는 소수의 언론인에

게 매우 조심스럽게 자료를 제공한 후 모스크바로 피신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

역자 또는 영웅으로 불리는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어떻게 정

보를 입수하고 무사히 공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글렌 그린월드(Glenn Greenwald)의 2014년도 

책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와 2015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상을 

받은 로라 포이트러스(Laura Poitras)의 영화 〈시티즌포(Citizenfour)〉를 보면 알 수 있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NSA가 시인한 것보다 많은 사람을 감시했다고 널리 알

려져 있었지만, 그 감시의 규모는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NSA는 일상적으로 미국 내

에서 있었던 모든 전화 통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록했다.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를 기록했다. 아마 통화의 내용도 기록했을 것이다. 내가 스

카이프로 나눈 대화와 이메일 연락을 기록했고, 메일 내용도 기록했을 것이다(물론 여러분의 것

도 마찬가지다). NSA는 세계 지도자들의 휴대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장

비에 기록 장치를 설치하여 엄청난 양의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채고 있었고, 주요 통신 회사와 

인터넷 회사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강요하고 있었

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중 일부를 다른 국

가의 정보기관과 공유하고 있었다.

상업적 영역에서 살펴보더라도 거의 매일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또 다른 보안 위반 사고가 일

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신원이 불명확한 해커가 수백만 명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번

호 같은 정보를 훔친다. 이 정보들은 대개 범죄에 이용되지만, 때로는 값진 정보를 찾는 다른 

국가의 간첩 행위에 이용되기도 한다. 가끔은 정보를 관리하는 누군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비공개 데이터가 노출되기도 한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수집된 데이터

는 자주 노출되거나 도용되어 우리에게 나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생각만큼 멋지고 마법 같은 일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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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컴퓨팅과 통신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진, 음악, 영화, 여러

분 사생활의 은밀한 상세 정보가 어떻게 금방 전 세계로 전송될 수 있을까? 이메일과 문자 메

시지는 어떻게 작동하며, 어느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까? 스팸 메일은 왜 그렇게 보

내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것일까? 휴대 전화는 정말로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

고할까? 아이폰(iPhone)과 안드로이드(Android)폰은 어떻게 다르며,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여러분을 온라인과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해커가 자동차의 제어권을 뺏을 수 있을까? 자율 주행차의 경우는 어떨까? 프라

이버시와 보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 

이 책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용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 사이에 어

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소수에 불과하며,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

명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정보의 범용 디지털 표현(universal digital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이다. 20세기 대부

분에 걸쳐 문서, 사진, 음악, 영화 등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시스템은 

하나의 균일한 메커니즘으로 대체됐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보가 플라스틱 필름

에 입혀진 염료나 비닐 테이프의 자성 패턴과 같은 전문화된 형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표

현되기 때문이다. 종이 편지는 디지털 메일로 대체되고, 종이 지도는 디지털 지도로 대체되며, 

종이 문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된다. 정보의 다양한 아날로그 표현은 단일 디지털 

표현으로 대체된다.

두 번째는 범용 디지털 처리 장치(universal digital processor)다. 이 모든 정보는 단일 범용 장치인 

디지털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의 균일한 디지털 표현을 처리하는 디지털 컴퓨터는 정

보의 아날로그 표현을 처리하는 복잡한 기계 장치를 대체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컴퓨터는 

계산할 수 있는 대상 면에서는 모두 동등하고, 작동 속도와 데이터 저장 용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은 상당히 정교한 컴퓨터로, 불과 몇 년 전 노트북만큼의 컴퓨팅 성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국한되었던 일들이 휴대 전화로도 가능해졌고, 

이러한 융합 과정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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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범용 디지털 네트워크(universal digital network)다. 인터넷은 디지털 표현을 처리하는 디

지털 컴퓨터들을 연결한다. 즉, 컴퓨터와 휴대 전화를 메일, 검색, SNS, 쇼핑, 은행 업무, 뉴스,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모든 분야와 연결해 준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위치나 메일 접근 방법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과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휴대 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고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한 후 구매할 수 있다. SNS를 이용하면 휴대 

전화나 컴퓨터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해 주는 많은 

인프라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도 계속 수집, 분석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지도, 항공 사진, 스트리트 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검색 엔진은 쿼리에 효율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터넷을 조사한다. 수백만 권의 책도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SNS와 공유 사이트는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유지, 관

리한다. 온라인 상점과 서비스는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면서 검색 엔진과 SNS

의 도움과 사주를 받아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하는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하는 모든 상호 작용을 기록한다. 정부는 항상 우리를 감시

하는데,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작아지고, 빨라지며,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치들은 1~2년마다 같은 가격에 성능이 2배

로 높아지거나 가격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에 더 나은 화면이 장

착되고 더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휴대 전화가 계속 출시되고 있다. 

새로운 기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유용한 기능들은 계속 휴대 전

화로 흡수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기술적 발전이 일어남에 따라 

디지털 장치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어떤 변화가 데이터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대량으로 처

리할 수 있게 한다면 모든 장치가 그 혜택을 입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은 곳곳

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 생활의 전면과 이면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분명히 매우 멋져 보일 것이고 실제로도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밝은 면의 반대

편에는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 사용자에게 가장 명백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기

술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이다.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일부 제품을 검색한 후 온라

인 매장의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모든 관련자는 여러분이 어디를 방문했고, 무엇을 클릭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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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록해 둔다. 여러분의 휴대 전화는 여러분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휴대 전화가 자신의 위치를 ‘항상’ 보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

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 시스템)를 함께 

사용하면 통신 회사에서 5~10m 이내의 범위까지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고, GPS가 없

더라도 약 100m 이내의 범위까지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보를 

팔 수 있다. 오프라인 상점도 점점 더 많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밖에서

나 매장 내에서 여러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 교통 카메라는 여러분의 자동차 번호판을 훑

어보고, 자동차의 위치를 알아낸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조차 해 보지 않고 허용하는 추적은 조

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감시 활동을 가볍고 얄팍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마도 매우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디지

털 저장 장치는 저렴한데 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서 정보는 좀처럼 폐기되지 않는다. 부끄러운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만한 메일을 보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

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결합되고, 

여러분이 알거나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적, 행정적, 범죄적 이익 집단에 이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는 무기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언제든 여

러분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범용 네트워크와 범용 디지털 정보로 인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선 이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는 2015년에 

나온 《데이터와 골리앗(Data and Goliath)》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맹공격을 받고 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메커니즘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30년 전에 나는 지방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에 실제로 우편을 보내고 가끔은 직접 방

문하면서 거래했다. 내 돈에 접근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문서 흔적을 남겨야 했기 때

문에 누군가가 내 돈을 훔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날 나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금융 

기관과 거래한다. 나는 쉽게 계좌에 접근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쪽에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기관 중 하나가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구 저편에 있는 누군가가 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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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소하거나 내 신용 등급을 망칠 수 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이

러한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며, 의지할 만한 수단도 거의 없다.

이 책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재에 대한 스냅숏이므로, 10년 후에는 오늘날의 

시스템이 투박하고 낡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 확신해도 좋다. 기술 변화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

라 계속 진행 중인 과정으로, 빠르고 지속적이며 가속화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디지털 시스

템의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이를 이해하면 훗날의 시스템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의 시스템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는 데 더욱 유리한 위치

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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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I
P A R T



“이 계산들이 증기력으로 수행될 수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I wish to God these calculations had been executed by steam.”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 1821, 해리 윌모트 벅스턴(Harry Wilmot Buxton)의 

《고(故) 찰스 배비지의 삶과 공적에 대한 회고록(Memoir of the Life and 

Labours of the Late Charles Babbage)》에서 인용, 1872.

하드웨어는 형체가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즉, 여러분이 직접 보고 조작할 수 

있는 기기와 장비를 뜻한다. 컴퓨팅 장치의 역사는 분명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그중 

일부만 언급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주로 고정된 가격

으로 일정량의 공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회로의 양과 소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그러하다. 디지털 장비의 성능이 더욱 높아지고 저렴해지면서, 크게 이질적이었던 기계

적 시스템들은 훨씬 더 균일한 전자 시스템들로 대체됐다.

컴퓨팅 기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초기 계산 장치의 대부분은 주로 천문 현상과 위치

를 예측하는 데 전문화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스톤헨지(Stonehenge) 

가 천문 관측소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기원전 100년경부터 유래한 안티키테라

(Antikythera) 메커니즘은 기계적으로 정교한 천문학용 컴퓨터다. 주판과 같은 계산 기구는 아

시아를 위주로 수천 년 동안 사용됐다. 계산자(slide rule)는 존 네이피어(John Napier)가 로그에 

관해 설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00년대 초에 발명됐다. 나도 1960년대에 학부를 졸업하고 엔

지니어로 일하면서 계산자를 사용한 바 있다. 계산자는 계산기와 컴퓨터로 대체되면서 이제 진

기한 유물로 전락했고, 힘들게 얻은 전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의 컴퓨터에 가장 근접한 모습을 미리 보여 준 장치는 자카르 직기(Jacquard’s loom)로, 

1800년경 프랑스에서 조제프 마리 자카르(Joseph Marie Jacquard)가 발명했다. 자카르 직기는 직

조 패턴을 지정하는 여러 줄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이용했다. 그래서 이러한 

천공 카드가 제공하는 명령으로 매우 다양한 패턴을 짜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었다. 즉, 카

드를 바꾸면 직물이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졌다. 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직조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기계화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

2 PART I  하드웨어



였다. 현대의 컴퓨팅 기술도 이와 비슷한 혼란을 가져왔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컴퓨팅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의 작

업과 함께 시작됐다. 배비지는 항해술과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였고, 두 분야 모두 위치 

계산용 수치를 담은 표가 필요했다. 배비지는 수작업으로 하던, 지루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

운 산술 연산을 기계화할 컴퓨팅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일생 중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앞에 

나온 인용문에서 수작업 산술 연산에 대한 그의 심한 짜증을 느낄 수 있다. 재정적 후원자들

이 떨어져 나가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그의 포부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의 설계 방식은 타

당했다. 그가 살던 당시의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그가 설계한 기계 중 일부를 현대적으로 구

현한 것은 런던의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과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Mountain View)에 있는 

컴퓨터 역사 박물관(Computer History Museum)에서 볼 수 있다(위 그림 참조).

배비지는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 경(George Gordon, Lord Byron)의 딸이자 나중에는 러브레이

스 백작 부인(Countess of Lovelace)이 된 오거스타 에이다 바이런(Augusta Ada Byron)이라는 젊은 

여성이 수학과 그의 계산 장치에 흥미를 느끼도록 격려해 주었다. 러브레이스는 배비지의 해석 

그림 찰스 배비지가 설계한 차분 기관(Difference Engine)의 현대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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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Analytical Engine, 그가 구상한 장치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을 과학적인 계산에 사용하는 방법

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작성했으며, 기계가 음악을 작곡하는 것 같은 비(非)수치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예를 들어, 어떤 음들의 화성학적 의미와 음악 작곡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방대하더라도 정교하고 체계적인 음악

을 해석 기관이 작곡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종종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불린다. 에이다(Ada) 프로그래밍 언어

는 그녀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지어진 이름이다.

그림 에이다 러브레이스. 마거릿 사라 카펜터(Margaret Sarah Carpenter)가 그린 초상화(1836) 중 일부

허먼 홀러리스(Herman Hollerith)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과 협

력하여 인구 조사 정보를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집계할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하

고 제작했다. 홀러리스는 자카르 직기의 발상을 활용해서 종이 카드에 뚫린 구멍을 이용하여 

인구 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기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80년의 인구 조사를 집계하는 데는 총 8년이 걸렸지만, 홀러리스의 천공 카드와 집계 기계를 

이용한 1890년의 인구 조사는 불과 1년 만에 끝났다. 홀러리스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는 

인수 합병을 통해 1924년에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가 되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우

리가 알고 있는 IB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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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비지의 기계는 기어, 휠, 지렛대, 막대가 기계적으로 복잡하게 조립된 형태였다. 20세기에는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컴퓨터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전

체가 전자 부품으로 된 컴퓨터 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니악(ENIAC), 즉 전자식 수치 적분 

및 계산기(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로, 1940년대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

이니아 대학에서 프레스퍼 에커트(Presper Eckert)와 존 모클리(John Mauchly)의 설계로 만들어졌

다. 에니악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했으며, 1초에 약 5,000번의 덧셈을 

할 수 있었다. 에니악은 탄도 계산 등을 위해 개발됐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됐다(에니악의 일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무어 공과 대학(Moore School of Engineering)

에 전시되어 있다).

배비지는 컴퓨팅 장치가 작동하는 데 사용할 명령어와 데이터를 같은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

다는 것을 분명히 예상했지만, 에니악은 명령어를 데이터와 함께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스위치를 이용해 연결을 설정하고 전선을 다시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했다. 프로그램

과 데이터를 함께 저장한 최초의 컴퓨터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는 1949년에 제작된 에드삭(EDSAC), 즉 전자식 지연 저장 자동 계산기(Electronic Delay Storage 

Automatic Calculator)를 들 수 있다.

초기 전자식 컴퓨터의 컴퓨팅 부품으로는 진공관을 사용했다. 진공관은 원통형 전구와 크기

나 모양이 비슷한 전자 장치(그림 1.6 참조)로, 비싸고 부서지기 쉬웠으며 부피가 크고 전력을 많

이 소모했다. 1947년에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1958년에 집적 회로가 발명되면서 현대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자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에 힘입어 점점 작아지고 저렴해지고 

빨라졌다.

이어지는 세 개의 장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해 설명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물

리적 세부 사항보다는 컴퓨팅 시스템의 논리적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이 아키텍

처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반면, 하드웨어는 놀라울 정도로 변모했다. 첫 번째 장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 장은 컴퓨터가 비트, 바이트, 이진

수를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세 번째 장은 실제로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

을 수행하는지, 즉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비트와 바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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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자

“완성된 장치가 범용 컴퓨팅 기계가 되려면 산술 연산, 기억-저장, 제어, 운용자와의 연결

과 관련된 특정 주요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Inasmuch as the completed device will be a general-purpose computing machine it 

should contain certain main organs relating to arithmetic, memory-storage, control 

and connection with the human operator.”

아서 벅스(Arthur W. Burks), 허먼 골드스타인(Herman H. Goldstine),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전자식 컴퓨팅 기구의 논리적 설계에 관한 예비 논고

(Preliminary discussion of the logical design of an electronic computing instrument)〉, 1946.

컴퓨터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개요와 함께 하드웨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컴퓨

터는 적어도 논리적 구성과 물리적 구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논리적 

구성(또는 기능적 구성)은 컴퓨터의 각 부분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

한 것이다. 둘째, 물리적 구조는 각 부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컴퓨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각 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

해 간략하게 배운 다음, 무수히 많은 약어와 숫자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자 한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팅 장치를 생각해 보자. 많은 독자는 일종의 ‘PC’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는 IBM이 1981년에 처음 판매한 IBM PC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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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만든 윈도우(Windows) 운영 체제의 특정 버전을 실행하

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맥오에스(macOS)1 운영 체제의 특정 버전을 실행하는 애플(Apple) 매킨

토시(Macintosh)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저장과 계산을 인터넷에 의존하

는 크롬북(Chromebook)이나 이와 비슷한 노트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좀 더 전문화된 장치인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단말기도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모

두 달라 보이고 사용할 때도 다르게 느껴지지만, 한 꺼풀 벗겨 보면 근본적으로 똑같다.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자동차에 비유해 보자. 기능 면에서 보면 자동차는 100년 이상 똑

같이 유지됐다. 자동차는 특정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며,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핸들이 있다. 또한, 연료를 저장할 공

간과 탑승자와 물건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면에서는 한 세기에 걸쳐 크게 바

뀌었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지고, 더 빠르고 안전하며,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해졌다. 나의 

첫 번째 차인 1959년형 중고 폴크스바겐 비틀(Volkswagen Beetle)과 페라리(Ferrari) 사이에는 엄

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어느 쪽이든 나와 식료품을 상점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또는 

전국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기능적으로 같다(나는 페라리를 소유하기는커

녕 그 차에 앉아본 적도 없으므로 식료품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논리적인 면에서 1950년대의 컴퓨터와 매우 유

사하지만, 물리적인 차이는 자동차에 일어났던 변화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오늘날의 컴

퓨터는 50년 전보다 훨씬 작고 저렴하고 빠르고 안정적이며, 일부 속성에서는 말 그대로 100만 

배 더 뛰어나다. 이러한 향상으로 인해 컴퓨터가 이토록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것이다. 

무언가의 기능적인 작동 방식과 물리적 속성 간의 구분, 즉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와 어떻게 만

들어지거나 내부적으로 작동하는지 간의 차이는 중요한 발상이다. 컴퓨터의 경우 ‘어떻게 만들

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이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도 이와 마찬

가지지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설

1  애플은 매킨토시, 즉 Mac(맥)용 운영 체제의 이름을 Mac OS X(맥 오에스 텐, 2001~2012), OS X(오에스 텐, 

2012~2016), macOS(맥오에스, 2016~)로 바꿔 온 바 있다. 원서에서는 Mac OS X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최신 이름인 macOS 기준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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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구체적인 구현 간의 구분은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반복하여 언급될 것이다.

나는 때때로 첫 번째 강의 수업 시간에 설문 조사를 한다. 질문은 주로 ‘PC를 몇 명이나 가지

고 있나요?’, ‘Mac(맥) 사용자는 몇 명인가요?’ 등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응답 중에서 

PC와 Mac의 비율이 10대 1 정도로 PC가 더 많았지만, 몇 년간 급속히 바뀌면서 이제 Mac이 

전체의 4분의 3을 훌쩍 넘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으며, PC가 크

게 우세한 상태다.

이렇게 비율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기 때문일까? 만일 그렇다

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뀐 것일까?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

의 컴퓨터가 더 나은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당연한 대답 중 하나는 가격이다. PC가 더 저렴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많은 공급 업체가 시장

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Mac에 비해 더 폭넓은 하드웨어 확장용 장치와 많은 소프트

웨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일컫는 ‘네

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쓰면 

당신의 효용도 더 커지는데, 그 효과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대략 비례한다.

Mac 사용자의 대답으로는 널리 인지된 신뢰성, 품질, 미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구매하는 것이다.

토론은 계속 이어지고 그 어느 쪽도 상대편을 설득하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좋은 

질문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컴퓨팅 장치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

에서 똑같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휴대 전화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진행된다. 거의 모든 학생이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

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앱)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휴대 전화는 브라우저, 메일 송수신, 시계, 카메라, 음악과 비디오 재생, 비교 구매 기능을 제

공하고, 가끔은 대화용 장치로도 이용된다. 보통은 학생 중 4분의 3가량이 애플의 아이폰

(iPhone)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많은 공급 업체 중 한 곳의 안드로이드(Android)폰을 

가지고 있다. 매우 일부는 윈도우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드물지만) ‘피처폰’을 가지고 있

는 학생도 있다. 피처폰이란, 전화 통화 이상의 기능이 없는 휴대 전화를 뜻한다. 내가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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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은 미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환경의 사람들이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안드로이드폰이 훨

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 종류 중에서 한 가지 종류의 휴대 전화를 선택하는 데는 기능적, 

경제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PC 대 Mac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컴퓨팅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는 매우 유사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1.1 논리적 구성

단순하고 일반화된 컴퓨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추상적인 그림, 즉 논리적 또

는 기능적 아키텍처를 그려 본다면 PC와 Mac 둘 다 그림 1.1에 있는 다이어그램과 같을 것이

다. 프로세서(CPU), 몇몇 주기억 장치(RAM), 몇몇 보조 기억 장치(디스크), 그리고 이외에도 다

양한 구성 요소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정보를 전송하는 버스(bus)라는 전선 세트로 연결된다.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SSD)

주기억 장치
(RAM)

기타 장치들
(CD/DVD,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

디스플레이/
화면

마우스, 
키보드, 
터치패드

프로세서
(CPU)

버스

그림 1.1 간단하게 추상화된 컴퓨터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그 대신 휴대 전화나 태블릿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마우스, 키보드, 디스플레이가 화면

이라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합쳐지는 점 말고는 비슷했을 것이다. 분명히 CD나 DVD는 없지

만, 여러분의 물리적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컴퍼스, 가속도계, GPS 수신기와 같은 숨은 구성 

요소가 있다.

프로세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담는 저장소, 입력 및 출력 장치가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는 1940년대 이래 표준이었다. 이러한 구조를 보통 폰 노이만 아키텍처(von Neumann architecture)

라고 하는데, 이는 1946년에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이 구조를 기술한 존 폰 노이만(John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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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의 이름을 딴 것이다. 비록 폰 노이만이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너무 많은 공로

를 인정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2, 이 논문은 매우 명확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지금도 읽어 볼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인용문이 이 논문의 첫 

번째 문장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옮겨 보면 CPU는 산술 연산과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RAM

과 디스크는 기억 저장소를 담당하며,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는 운용자와 상호작용한다.

1.1.1 CPU

프로세서, 즉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는 두뇌(컴퓨터에 그런 게 있다고 말할 수 있

다면)에 해당한다. CPU는 산술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옮기며, 다른 구성 요소의 작동을 제어

한다. CPU가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의 레퍼토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연산들을 눈부

실 정도로 빠르게, 초당 수십억 회씩 수행한다. 이전 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수행할 

연산을 결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CPU는 정말 중요하므로 3장에

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컴퓨터를 사러 상점에 가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해하기 힘든 약어와 알 수 없는 숫자들과 

함께 이 구성 요소가 대부분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컴퓨터 중 한 대에 있

는 것처럼 CPU가 ‘2.2GHz 듀얼 코어 인텔(Intel) Core i7 프로세서’라고 설명된 것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텔이 CPU 제조사이고, ‘Core i7’은 그냥 마케팅 용어다. 이 특정 

프로세서는 실제로 단일 패키지 안에 두 개의 처리 장치가 들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어’

는 ‘프로세서’와 동의어가 됐다. 대부분의 경우 코어 수와 무관하게 이러한 용어 조합 전체를 

‘CPU’라고 생각하면 된다.

‘2.2GHz’가 더 흥미로운 부분이다. CPU의 속도는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이나 명령어나 그 

일부분의 개수를 측정한 값이다. CPU는 기본적인 연산을 한 단계씩 수행하기 위해 내부 클록

을 사용하는데, 이는 심장 박동이나 시계의 째깍거림과 꽤 유사하다. 속도의 단위 중 하나는 

초당 째깍거리는 횟수다. 초당 한 번 뛰거나 째깍거리는 것을 1헤르츠(hertz, 축약형은 Hz)라고 부

2  실제로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 많은 컴퓨터 선구자들이 깊이 참여했다. 폰 노이만이 아이디어를 

문서화해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주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만, 사실은 당시에 유명인이었고 자연스레 대중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아키텍처에 그의 이름이 사용되었다

는 주장이 있다(출처: https://www.maa.org/external_archive/devlin/devlin_12_03.html).

111.1  논리적 구성



르는데, 이 단위는 독일의 공학자인 하인리히 헤르츠(Heinrich Hertz)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1888년에 전자기파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여 라디오와 다른 무선 시스템이 개발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 주파수를 102.3MHz와 같이 MHz(메가헤르츠, 100만 헤르츠) 단

위로 제공한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수십억 헤르츠, 즉 GHz(기가헤르츠) 단위로 작동

한다. 내가 쓰고 있는 꽤 평범한 2.2GHz 프로세서는 초당 22억 번씩 째깍거리며 힘차게 움직이

고 있다. 인간의 심장 박동은 약 1Hz로, 곧 하루에 거의 10만 번 뛰는데, 1년으로 따지면 3,000

만 번 정도다. 그러니까 나의 CPU는 심장이 약 70년간 뛰는 횟수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셈이다.

우리는 컴퓨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가나 기가처럼 수와 관련된 접두사를 처음으로 접해 보

았다. ‘메가’는 100만, 즉 106이다. ‘기가’는 10억, 즉 109이며, 보통 ‘긱(gig)’과 같이 g의 경음인 

‘그’ 소리로 발음된다. 조만간 더 많은 단위를 보게 될 텐데, 책 후반부에 있는 용어 해설 부분

을 보면 단위 전체가 나오는 표가 있다.

1.1.2 RAM

주기억 장치, 즉 RAM(Random Access Memory, 임의 접근 기억 장치)은 프로세서와 컴퓨터의 다른 부

분이 활발하게 사용 중인 정보를 저장한다. 그 내용은 CPU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RAM은 CPU

가 현재 작업 중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CPU에게 데이터 처리 방법을 알려 주는 명령어도 저장한

다. 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다. 메모리에 다른 명령어를 로딩하면 CPU가 다른 계산을 수행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는 범용 장치가 된다. 같은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

서와 스프레드시트를 실행시키고, 웹 서핑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연

락하고, 세금 처리를 하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적합한 명령어를 

RAM에 배치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내장식(stored-program)이라는 발상은 매우 중요하다.

RAM은 컴퓨터가 실행되는 동안 정보를 저장할 장소를 제공한다. RAM은 워드(Word), 포토샵

(Photoshop), 웹 브라우저와 같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저장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데이터, 즉 편집 중인 문서, 화면상의 사진, 현재 재생 중인 음악 등을 저장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작동하는 윈도우, 맥

오에스나 그 밖의 다른 운영 체제의 명령어를 저장한다.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다.

RAM을 임의 접근(random access)이라 하는 이유는 어떤 영역에 저장된 정보든 다른 영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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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와 같은 속도로 CPU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

자면, 임의의 순서로 메모리 위치에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속도상의 불이익은 없다. 이를 옛

날 VCR 테이프와 비교해 보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려면 시작부터 전체 부분을 ‘빨리 감

기’(실제로는 느리다!)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식을 순차적 접근(sequential access)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RAM은 휘발성(volatile)이다. 즉,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고 현재 활성화된 모든 

정보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자주 저장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

이 좋다. 특히 데스크톱 컴퓨터가 문제인데,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뜨렸다가는 대참사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컴퓨터의 RAM 용량은 고정되어 있다. 용량은 바이트 단위로 측정된다. 여기서 1바이트(byte)

는 W나 @와 같은 단일 문자, 42와 같은 작은 수, 또는 더 큰 값의 일부를 담을 정도 크기인 메

모리의 양이다. 2장에서는 메모리와 컴퓨터의 다른 부분에서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

여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표현 방식은 컴퓨팅에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RAM이 각각 소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1부터 수십억까지의 번호가 매겨진 

똑같은 크기의 작은 상자들이 모여 있는 큰 상자 더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량은 무엇을 뜻할까? 내가 사용 중인 노트북에는 40억 바이트, 즉 4기가바이트(GB)의 RAM

이 장착되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이걸 꽤 작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RAM 용량이 클

수록 대개 컴퓨팅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하려는 모

든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용량이 늘 충분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옮겨 새

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일 컴퓨터가 더 빨리 작동

하기를 원한다면 RAM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1.1.3 디스크와 다른 보조 기억 장치

RAM은 정보를 계속 담아두기에는 용량이 한정돼 있고, 전원이 꺼지면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린

다. 보조 기억 장치(secondary storage)는 전원이 꺼지더라도 정보를 유지한다. 보조 기억 장치에

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디스크로, 보통 하드 디스크(hard disk) 또는 하드 드라이

브(hard drive)라고 한다. 두 번째는 플래시 메모리로, 흔히 SSD(Solid State Disk)라고 한다. 두 종

류의 디스크 모두 RAM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휘발성이 아니라서 디스크의 정보는 전력 

공급과 관계없이 무기한 유지된다. 데이터, 명령어, 모든 다른 정보는 디스크에 장기간 저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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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RAM으로는 일시적으로만 옮겨진다.

자기 디스크는 회전하는 금속 표면에 있는 자성 물질의 미세한 영역이 자성을 띠는 방향을 설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을 따라 나 있는 트랙에 저장되며, 트랙 간

에 이동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읽고 쓴다.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윙윙거리고 딸깍거리는 소리는 디스크가 센서를 금속 표면의 적절한 위치로 옮기면서 나

는 것이다. 그림 1.2에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용 하드 디스크 사진에서 금속 표면과 센서를 볼 

수 있다. 원판은 지름이 2.5인치(6.25cm)다.

디스크는 용량이 RAM보다 바이트당 100배 정도 저렴하지만,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는 훨씬 

더 느리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금속 표면의 특정 트랙에 접근하는 데는 약 100분의 1초가 걸

린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는 대략 초당 100MB로 전송된다.

노트북에는 SSD가 점점 더 많이 장착되고 있다. SSD는 회전하는 기계 장치 대신 플래시 메모

리를 사용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이다. 즉,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회로 소자에 

전하(charge)를 유지하는 회로에 정보를 전하 형태로 저장한다. 저장된 전하를 읽어 값이 얼마

인지 확인할 수 있고, 삭제하고 새 값으로 덮어쓸 수도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디스크 

저장 장치보다 빠르고 가볍고 안정적이고, 떨어뜨려도 고장 나지 않고, 전력을 더 적게 사용하

기 때문에 휴대 전화나 카메라와 같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당장은 플래시 메모리가 바이트

당 가격이 더 비싸지만,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노트북에서는 기계적인 디스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림 1.2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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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반적인 노트북용 디스크는 500GB(기가바이트) 정도를 저장하고, USB 소켓에 연결될 수 

있는 외장 드라이브는 몇 TB(테라바이트) 범위의 용량을 가진다. ‘테라’는 1조, 즉 1012으로 여러

분이 점점 더 자주 보게 될 단위다.

그렇다면 테라바이트나 기가바이트는 얼마나 큰 용량일까? 1바이트는 가장 일반적인 영어 텍

스트 표현 방식에서 알파벳 문자 한 개를 저장한다.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은 종이책

으로는 250페이지가량 되고 약 55만 개의 문자를 포함하는데, 1GB는 그 책의 사본을 약 2,000

개 정도 담을 수 있다. 아마도 나는 한 개의 사본을 저장한 후 음악을 더 넣으려고 할 것이다. 

MP3나 AAC 포맷으로 된 음악은 분당 1MB가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디오 CD 중 하나

인 〈제인 오스틴 송북(The Jane Austen Songbook)〉의 MP3 버전은 60MB 정도라서 1GB에는 아직

도 15시간 분량의 음악을 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게 된다. 1995년 BBC에서 제작한 

제니퍼 엘(Jennifer Ehle)과 콜린 퍼스(Colin Firth)가 주연을 맡은 〈오만과 편견〉의 2장짜리 DVD는 

10GB 미만이므로 1TB 디스크에 그것과 함께 용량이 비슷한 영화 100편을 저장할 수 있다.

디스크는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현 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 좋은 예다.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

나 맥오에스의 파인더(Finder)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는 폴더와 파일의 계층 구조

로 구성된 디스크의 내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회전하는 기계 장치, 움직이는 부품

이 없는 집적 회로, 또는 완전히 다른 장치에 저장된다. 컴퓨터에 장착된 ‘디스크’가 어떤 종류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디스크 자체의 하드웨어와 파일 시스템이라는 운영 체제의 소프트웨어

가 체계화된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살펴본다.

이러한 논리적인 구성 방식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맞춰져 있어서(더욱 적합하게 표현하면, 우

리가 여기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서) 완전히 다른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다른 장치들도 이와 

똑같은 구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CD-ROM이나 DVD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주는 소프

트웨어는 이 정보가 실제로 저장되는 방법과 무관하게 파일 계층 구조로 정보가 저장된 것처

럼 보이게 만든다. 이동식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USB 장치, 카메라 및 다른 기기들도 마찬

가지다. 심지어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플로피 디스크도 논리적인 수준에서는 똑같아 보

인다. 이는 컴퓨팅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이디어인 추상화(abstraction)의 좋은 예로, 물리적인 

구현 세부 사항은 숨겨져 있다. 파일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기술의 작동 방식과 관계없이 사용

자에게는 체계화된 정보의 계층 구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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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타 장치

무수히 많은 다른 장치가 특별한 기능을 제공한다.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 마이크, 카메

라, 스캐너는 모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프린터, 스피커는 

사용자에게 출력을 제공한다. 와이파이(Wi-Fi)나 블루투스(Bluetooth)와 같은 네트워킹 구성 요

소는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아키텍처 그림에서는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버스(bus)라는 전선의 집합으로 연결된 것처

럼 보이는데, 이 용어는 전기 공학에서 차용된 것이다. 실제로는 컴퓨터 내부에 다양한 버스

가 있고,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속성이 있다. CPU와 RAM 사이에 있는 버스는 짧고 빠르

지만 비싼 반면, 헤드폰 잭에 연결되는 것은 길고 느리지만 저렴하다. 일부 버스는 외부에 나

와 있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USB(Universal Serial Bus, 범용 직렬 버스)를 들 수 있다.

당장은 다른 장치에 관해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장

치를 언급할 것이다.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에 딸려 있거나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나

열해 보면, 마우스, 키보드, 터치패드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프린터, 스캐너, 게임 컨트롤

러, 음악 플레이어, 헤드폰,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전화, 다른 컴퓨터로의 연결 장치 등이 있

다. 이 모든 장치가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와 동일한 진화 과정을 거쳤다. 물리적인 속성은 

종종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작은 패키지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해 

왔다.

또한, 이러한 장치들이 어떻게 단일 기기로 합쳐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대 전화

는 이제 시계, 계산기, 정지 화상 및 비디오 카메라, 음악과 영화 재생 장치, 게임 콘솔, 바코드 

판독기, 내비게이션, 심지어 손전등 기능까지 제공한다. 스마트폰은 노트북과 추상적인 아키텍

처는 같지만, 크기와 소모 전력의 제약으로 인해 구현 방법은 크게 다르다. 휴대 전화에는 그

림 1.2와 같은 하드 디스크가 없지만, 꺼져 있을 때 주소록, 사진, 앱 등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

한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외부 장치가 많지는 않아도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외부 마이크용 소켓, USB 커넥터는 대개 달려 있다. 소형 카메라는 워낙 저렴해서 대부분의 

휴대 전화에 앞뒤로 하나씩 달려 있다. 아이패드(iPad)와 경쟁 제품을 비롯한 태블릿도 이러한 

기기 간 융합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태블릿 역시 이와 같은 보편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

고, 비슷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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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리적 구조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수십 년간 골동품 더미를 뒤진 결과)를 주면

서 돌려보게 하는데, 보통은 내부가 노출된 상태다. 컴퓨팅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추

상적이기 때문에 디스크, 집적 회로 칩, 칩이 제조되는 웨이퍼 등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은 도

움이 된다. 이러한 장치 중 일부가 발전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 또한 흥미롭다. 예를 들어, 요즘

의 노트북용 디스크는 10년 전의 것과 구별하기 어렵다. 새 제품은 용량이 10배 혹은 100배로 

늘어났지만, 개선점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종류인 SD 카드도 

이와 마찬가지다. 요즘 패키지는 몇 년 전과 똑같지만(그림 1.3), 용량은 훨씬 크고 가격은 더 낮

다. 32GB 카드는 10달러에도 못 미친다.

그림 1.3 용량 차이가 크게 나는 SD 카드들

반면, 컴퓨터의 부품이 올라가 있는 회로 기판에서는 발전 양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요즘에는 

부품의 수가 더 적은데, 그 이유는 20년 전보다 많은 회로가 부품 내부에 들어가 있고, 배선이 

더 미세하며, 연결 핀의 수가 더 많고 훨씬 더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4 PC 회로 기판, 1998년경. 12×7.5인치(30×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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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1990년대 말에 사용되던 데스크톱 PC의 회로 기판을 보여 준다. CPU와 RAM과 같

은 부품은 기판에 장착되거나 꽂혀 있으며, 반대쪽에 인쇄된 전선으로 연결된다. 그림 1.5는 그

림 1.4의 회로판 뒷면 일부를 보여 준다. 평행으로 인쇄된 전선들이 다양한 종류의 버스들이다.

그림 1.5 인쇄된 회로 기판의 버스들

컴퓨터의 전자 회로는 소수의 기본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모여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요소

로는 논리 게이트(logic gate)를 들 수 있다. 논리 게이트는 한 개나 두 개의 입력값을 바탕으로 

단일 출력값을 계산해 낸다. 또한, 전압이나 전류와 같은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전

압이나 전류인 출력 신호를 제어한다. 이러한 게이트들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되

면 어떤 종류의 계산도 할 수 있다. 찰스 펫졸드(Charles Petzold)가 쓴 책인 《코드(Code)》는 이 주

제에 대한 좋은 입문서다. 또한, 수많은 웹 사이트에서 논리 회로가 산술 및 다른 계산을 수행

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핵심적인 회로 소자는 트랜지스터(transistor)다. 트랜지스터는 1947년 벨 연구소(Bell Labs)에서 존 

바딘(John Bardeen), 월터 브래튼(Walter Brattain),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가 발명했고, 이 

세 사람은 이 발명으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컴퓨터에서 트랜지스터는 기

본적으로 스위치 역할을 하여 전압의 제어하에 전류를 통하게 하거나 멈출 수 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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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게이트가 개별 부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던 때도 있었는데, 에니악에서는 전구와 비슷

한 크기의 진공관으로, 1960년대의 컴퓨터에서는 지우개 크기 정도의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졌

다. 그림 1.6은 최초의 트랜지스터의 복제품(왼쪽), 진공관, 패키지에 들어 있는 CPU를 보여 준

다. CPU의 실제 회로 부분은 중앙에 있고 가로세로 1cm 정도인 데 반해, 진공관은 길이가 약 

4인치(10cm) 정도다. 최신 CPU가 이 정도 크기라면 적어도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림 1.6 진공관, 첫 번째 트랜지스터, 패키징된 CPU 칩

논리 게이트는 IC(Integrated Circuits, 집적 회로)상에서 만들어지는데, IC는 흔히 ‘칩(chip)’ 또는 ‘마

이크로칩(microchip)’이라고 한다. IC는 개별 부품과 재래식 전선이 없는 회로를 생산하기 위해 

일련의 복잡한 광학적, 화학적 공정을 거쳐서 제조된 단일 평면(얇은 실리콘 판) 위에 전자 회로

의 모든 소자와 배선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IC는 개별 부품으로 만들어진 회로보다 훨씬 작

고, 더 튼튼하다. 칩은 지름이 약 12인치(30cm)인 원형 웨이퍼(wafer)에서 한꺼번에 제조된다. 웨

이퍼는 잘려져 각 칩으로 나뉘고, 칩은 개별적으로 패키징된다. 일반적인 칩(그림 1.6의 오른쪽 

아래)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해 주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핀과 함께 더 큰 패키지에 장

착된다. 그림 1.7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집적 회로를 보여 준다. 실제 프로세서는 중앙에 있

고, 가로세로 길이가 1cm 정도다.

집적 회로가 실리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다는 사실로 인해 집적 회로 사업이 처음으로 시

작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남부 지역에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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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리콘 밸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첨단 기술 회사에 대한 약칭이자, 뉴욕에 있는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나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실리콘 펜(Silicon Fen)과 같은 수십 개의 추종 세력

에 영감을 주고 있다. 

그림 1.7 집적 회로 칩

IC는 1958년경에 로버트 노이스(Robert Noyce)와 잭 킬비(Jack Kilby)가 독자적으로 발명했다. 노

이스는 1990년에 작고했지만, 킬비는 이 공로로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집적 

회로가 디지털 전자 장치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술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디스크에는 

자기 저장 기술, CD와 DVD에는 레이저, 네트워킹에는 광섬유가 사용된다. 이들 모두가 지난 

50년에 걸쳐 크기, 용량, 비용 면에서 극적으로 개선됐다.

1.3 무어의 법칙

훗날 인텔(Intel)을 공동 창립하고 오랫동안 최고경영자(CEO)로 재임한 고든 무어(Gordon Moore)

는 1965년에 ‘집적 회로에 더 많은 부품을 집어넣기(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s)’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재했다. 무어는 매우 적은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추정하

면서,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특정 크기의 집적 회로에 제조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대략 

매년 두 배가 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이 비율을 2년마다 두 배로 수정했고, 다른 이들3은 18

3  대표적으로 인텔의 임원이었던 데이빗 하우스(David House)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이러한 트

랜지스터 수의 증가로 인해 18개월마다 칩의 성능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출처: http://www.zdnet.

com/article/moores-law-to-rule-for-another-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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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마다 두 배로 잡았다. 트랜지스터의 수는 컴퓨팅 성능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위 사실은 2년마다 컴퓨팅 성능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20년이 지나면 곱하기 2

가 열 번이 되기 때문에 부품의 수는 210의 비율로 증가하게 되어, 약 1,000배가 된다. 40년이 

지나면 비율은 100만 배 이상이 된다.

지금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50년이 넘게 계속 

진행됐고, 이제 집적 회로에는 1965년에 비해 100만 배가 훨씬 넘는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다. 

특히 프로세서 칩에 무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1970년대 초 인텔 8008 

CPU에서 수천 개였던 트랜지스터의 수가 최근의 저가형 소비자용 노트북에 장착된 프로세서

에서 10억 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보여 준다.

회로의 규모는 집적 회로의 개별적인 특성의 크기로 특징지어지는데,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의 

배선이나 활성화된 부분의 폭이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수치는 오랫동안 꾸준히 줄어들

고 있다. 1980년에 내가 처음으로(그리고 유일하게) 설계한 집적 회로는 3.5마이크론(3.5마이크로

미터) 특성을 사용했다. 요즘의 많은 회로에서 최소 특성의 크기는 14나노미터로, 14×10-9(10억 

분의 1)m이고, 다음 단계는 10나노미터가 될 것이다.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 즉 10-6이고, 

‘밀리’는 1,000분의 1, 즉 10-3이다. ‘나노’는 10억 분의 1, 즉 10-9이고 나노미터는 nm으로 축약 

표기된다. 비교를 위해 설명하면 종이 한 장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의 두께는 약 100마이크로미

터, 즉 10분의 1mm다.

집적 회로의 설계와 제조는 극도로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

다. 제조 공정(‘팹 라인(fabrication line)’)도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면 족히 수십

억 달러가 들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 뒤처지는 회사는 경쟁 면에서 심각한 불이

익을 안게 된다. 이러한 자산이 없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기술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전략적

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무어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시점에서 그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측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극복할 방법이 계속 발견됐다. 하지만 이

제 어떤 회로에는 몇 개의 단일 원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제어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다. CPU 속도는 더 이상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지 않는데, 부분적으로는 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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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열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RAM 용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프로세서는 칩 하나에 두 개 이상의 CPU를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에는 흔히 여러 개의 프로세서 칩이 들어간다.

오늘날의 개인용 컴퓨터를 1981년에 나온 최초의 IBM PC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

다. 최초의 PC에는 4.77MHz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최근 컴퓨터의 2.2GHz CPU 클

록 속도는 그보다 거의 500배 빠르다. 최초의 PC에는 64KB(킬로바이트) RAM이 달려 있었는

데, 요즘 컴퓨터의 8GB RAM은 그보다 12만 5,000배 정도 용량이 크다(‘킬로’는 천으로, ‘K’로 축

약 표기된다). 최초의 PC에는 기껏해야 750KB의 플로피 디스크 저장 장치가 달려 있었고 하

드 디스크가 없었지만, 요즘의 노트북에 달린 디스크의 용량은 그 100만 배까지 증가하고 있

다. 최초의 PC에는 검은색 바탕에 80개의 녹색 글자로 된 24개의 행만 표시해 줄 수 있는 11인

치 화면이 있었지만, 이 책의 대부분은 1,600만 가지 색상을 지원하는 24인치 화면으로 작성했

다. 64KB 메모리와 한 개의 160KB 플로피 디스크가 있는 최초의 PC는 1981년 환율로 3,000

달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5,000~10,000달러에 해당한다. 요즘에는 2GHz 프로세서, 4GB 

RAM, 500GB 디스크가 달린 노트북을 200~300달러면 살 수 있다.

1.4 요약

컴퓨터 하드웨어는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하드웨어를 아우르며, 집적 회로의 발명을 시

작으로 50년이 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향상됐다.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

되고 오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확히 들어맞는다. 정해진 기간마다 회로는 정해진 비율만큼 

더 작아지거나 저렴해지거나 성능이 높아졌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어의 법

칙으로, 약 18개월마다 특정한 크기의 집적 회로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자의 수가 약 두 배가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성능의 향상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많이 바꿔 놓은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컴퓨터의 아키텍처, 즉 각 부분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1940년대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 만약 폰 노이만이 살아 돌아와서 오늘날의 컴퓨터 중 하나를 

조사한다면 최신식 하드웨어를 보고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겠지만, 아키텍처는 완전히 친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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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추측해 본다.

이러한 구조의 유사성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20세기 컴퓨터 과학의 위대한 통찰력 

중 하나는 오늘날의 디지털 컴퓨터, 최초의 PC, 물리적으로 훨씬 더 크지만 성능은 낮았던 원

조 컴퓨터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은 

모두 같다는 사실이다. 속도와 저장 용량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이 모든 기기가 똑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하드웨어의 향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놀랍게도 애초에 이론상으로 계산 가능했던 대상에는 저절

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231.4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