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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C 언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쯤 온라인 서점에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책을 검색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C 언어와 관련된 책을 검색해 보면 종류가 무척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저마다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C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 지식을 갖

추고 있어야 합니다.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대개 컴퓨터 지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C 언어와 관련된 책들은 이 언어가 어떤 곳에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한번쯤 C 언어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C 언어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C 언어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인지를 알려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며,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컴퓨터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C 언어를 다루고 

있지만, 1부의 내용은 C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부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C 언어로 무언

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부에는 

이 책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

어 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프로그래밍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머 리 말

 viii 머리말



머 리 말

2부에서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C 언어로 만드는 데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 설명

합니다. 1부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과정이었다면, 2부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C 언어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C 언어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예를 들어 보여 줍니다. 1부와 2부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설명했다면 3부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문제를 풀어 나

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3부에서 선택한 문제는 논리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

인 카르노맵으로, 이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이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에게

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해해야 하고,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구조와 역사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

서 이 책은 C 언어를 배우다가 포기했던 독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은 알고 있지

만 이를 프로그래밍과 연관 짓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최적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C 언어가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한 번 읽고 버려지는 책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읽

어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경용

머리말 ix



 강경구

이 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과 알고리즘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

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어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독자 또는 C 언어 기초를 한번쯤 공부해 본 

독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언어를 쉽게 배우는 왕도는 없습니다. 처음에 어렵게 배우면 나중에 응용하기가 쉽고, 쉽게 배

우면 언젠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인 내용을 입문자

의 눈높이보다는 약간 높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보면서 쉽게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거나 너무 기초적인 설명으로 배움에 실패한 분께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김종욱(카이스트)

C 언어를 처음 접하는 분이나 C 언어를 공부하다가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 책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과 자세한 설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송영준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하고 있어 컴퓨터의 내부 동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카르노맵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부분이 입문

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 x



 이요셉(솔루티스)

프로그래밍을 다시 시작하면서 좌절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코딩을 포기했다가 다시 되돌아

온 입장에서 용어는 대강 알 것 같았지만, 전체 개념과 그림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책은 없었습니다. C 언어의 함수나 문법, API 설명에 치중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구성하

는 기초 원리를 정리해 주는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재입문자를 위한 바이블’이

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홍근(서울옥션블루)

C 언어를 공부했지만, 이 코드가 왜 쓰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 채 받아들여서 개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C 언어 기초 문법과 카르노맵에 관한 지식을 ‘전

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씩 짚어가며 ‘이해’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충분한 설명

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한다면 잘못된 습관도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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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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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명령들의 모음을 말하고, ‘프

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컴퓨터에

게 지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아울러 말합니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명령어들만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명령어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어만을 모아 놓는 것만으로

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래밍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

습니다. 이 두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단

어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집기에 타이핑하는 내용을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를 

프로그램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은 (흔히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설명과 (흔히 코딩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래

밍 언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은 C 언어

로 구현된 코드를 타이핑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라

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C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를 하지만 “Hello, World!”를 출력하는 데만 성공할 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C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 언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적은 수의 단어들을 몇 개의 규칙으로 조합하여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프

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려는 목적은 “Hello, World!”를 출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C 언어는 도

구일 뿐입니다. C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인공위성을 움직이거나 프로 바둑 기사와의 대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지, C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단순한 코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C 언어가 좀 더 흥미

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C 언어를 배우는 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는 이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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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스스럼 없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는 매우 단순한 계산만을 할 수 있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컴퓨

터와의 대화는 물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컴퓨터를 이해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컴퓨터를 이해하거나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순하

지만 프로그래밍은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들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1부에서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좋은 프로그

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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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

고, 전자레인지로 우유와 빵을 데워 먹고, 텔레비전으로 아침 뉴스를 시청한 후에 학교나 직

장으로 갑니다. 전자제품의 기능은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한마디로 ‘시스템(system)’이라

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개별적인 요소들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라는 의미를 가

진 그리스어 ‘systema’에서 비롯된 말로, 영영사전*에서 시스템의 의미를 찾아보면 가장 첫 번

째 정의가 그리스어 ‘systema’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ystem
1. an assemblage or combination of things or parts forming a complex or unitary whole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http://www.dictionary.com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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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된 요소들의 집합체

위 정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목적’과 ‘집합체’입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람 시계는 지정한 시간에 알람을 울려야 하고, 전

자레인지는 지정한 시간 동안 식품을 조리해야 하며, 텔레비전은 영상과 소리를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시

스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나누

어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람 소리알람 시간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 비교시간과 알람 시간 비

(a) 알람 시계

조리된 음식조리 시간과
온도

지정된 시간과 온도로 조리지정된 시간과 온 리

(b) 전자레인지

영상과 음성
영상과 소리

정보가 포함된
신호

영상과 소리 복원

(c) TV

그림 1 - 1 시스템의 입력, 처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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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크게 입력, 처리, 출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알람 시계는 알람 시간을 입력받

고, 지정한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처리)하며, 지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를 출력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시간과 온도를 입력받고, 지정한 시간 동안 지정한 온도로 식품을 조리(처리)하

며, 조리가 완료된 식품을 출력합니다. 텔레비전은 공중파나 케이블을 통해 영상과 소리를 포

함하고 있는 신호를 입력받고, 영상과 소리를 복원(처리)하며,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영상과 소

리를 출력합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입력을 이용하여 출력을 만

들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담당합니다. 

1.2 블랙박스 시스템과 화이트박스 시스템

텔레비전을 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텔레비전은 더 이상 신기한 물건

이 아니라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원하는 영상을 보여 주거나 소리를 들려 주는 가전제품의 

일종일 뿐입니다. 리모컨으로 채널 9번을 선택하면 9번 채널에서 송출하는 영상과 소리를 보

고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번 채널에 할당된 대역으로 변조된 영상과 소리 신

호가 들어오면 이를 영상과 소리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영상과 소리로 복원하여 화면과 스피

커로 전달하는 복잡한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입력(리모컨으로 채널 선택)과 출력(소리와 

영상), 그리고 입출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선택한 채널에 해당하는 소리와 영상을 재생)만으로

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블랙박스(black box)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내부를 보

여 주지 않으며,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추상적이고 기능적으로만 설명해 줄 뿐입니다. 

출력입력

그림 1 - 2 블랙박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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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검은색이다?

항공기에 내장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항공기 사고를 규명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

비입니다. 블랙박스에는 비행기의 비행 정보, 항로, 교신 내용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비행 기록 장치(Flight 

Data Recorder)’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이름처럼 검은색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블랙박

스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하기 쉽도록 붉은색이나 오렌지색을 띠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추락할 때의 다양한 

충격이나 열, 물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또한 발신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으로 겉

면의 색깔이 바뀌어 색상만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발신기 신호를 통해 블랙박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화이트박스(white box)’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는 블랙박스

와 달리 처리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프로

그래밍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시스템을 블랙박스가 아니라 화이트박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

니다. 

알람 시계는 어떻게 알람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알람을 울릴 시간을 결정할까? 전자레

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조리할까? 텔레비전은 어떻게 선택한 채널의 소리와 영상을 보여 주는 

것일까? 이러한 처리 과정이 궁금하지 않나요?

출력입력

그림 1 - 3 화이트박스 시스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전체 시스템 중에서 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알람 시계,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역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사람들은 흔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떠올립

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한 종류

일 뿐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직접 C 언어로 만든 코드를 타이핑하여 만들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좁은 의미의 프로그램만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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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전자레인지에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주어진 온도와 시간 동안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은 전자 부품에 의해 처리됩니다. 즉,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좁은 의미

의 프로그램, 즉 코드를 타이핑하여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드

웨어로 만드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프로그램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

다. 그 차이점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

어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소프트웨어로 만

드는 프로그램은 주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소프트

웨어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하드웨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림 1 - 4 프로그램의 종류의 처리 가능한 데이터

오디오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는 작은 크기의 소리를 입력받아 큰소리로 출력하

는, 즉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앰프를 이용하여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만드는 처리 과정은 트랜지스터의 증폭 기능, 즉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한편 CD(Compact Disc) 플레이어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D에 기록된 0과 1

의 데이터를 읽은 후 이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출력합니다. 이를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루는 앰프와 비교하기 위해 디지털 신호를 출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D 플레이어의 처리 과정도 하드웨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앰프를 구성하는 회로와 

CD 플레이어를 구성하는 회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앰프를 구성하는 회로는 대부분 저항, 

콘덴서, 트랜지스터 등의 아날로그 소자를 사용하지만, CD 플레이어를 구성하는 회로는 이 

*　 C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며,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

터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은 디지털 데이터만을 다루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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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IC(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C 칩 역시 저항, 콘덴서, 트랜지스터 등의 아날로그 소자를 소형화하여 만들어지므로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데이터 처리 소자 역시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 소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만 개념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부품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부품

을 기반으로 구성된, 추상화된 부품입니다.

최근의 아날로그 회로도 소형화된 칩 형태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의 모양

만으로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품의 소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데이터 처리 회로에는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 회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품만으로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를 구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IC 칩의 데이터시트를 확인해 보면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

털 시스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CD 플레이어를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칩으로만 

제작했다면,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로도, 소프트웨

어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D 플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생산되는 시점에 설치되며,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면, CD 플레이어에 굳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 CD 플레이어는 펌웨어(firmware)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D 플레이어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

는 했지만, 독자들도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등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를 띠는 프로

그램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달라 보이지만 언제든지 

쓰거나 지울 수 있는 ROM(Read Only Memory)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용’ 메모리와 ‘쓰거

나 지울 수 있다’라는 말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읽기 전용 메모리도 

(비록 횟수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처리 부분, 특히 디지털 데이터 처리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

니다. 다만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만들

어져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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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 설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

그램 또한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은 시스템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합니

다. 하지만 세상은 아날로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지털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할 때는 초침이 있는 시계와 전자시계를 사용합니다. 초침이 

있는 시계는 대부분 초침이 1초 단위로만 움직입니다. 초시계는 12.3초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디지털로 동작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즉, 초침이 있는 시계와 전자시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좋은 예가 

아닙니다.

아날로그의 예는 수은 온도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은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 수은의 

부피가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지만, 디지털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한 후 이

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정해진 자릿수의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즉, 디지털 온도계도 실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혹은 디지털 온도계의 내부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a) 수은 온도계-아날로그 (b) 체온계-디지털

그림 1 - 5 아날로그 온도계와 디지털 온도계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아날로

그 데이터를 흉내내는 디지털 데이터는 결코 아날로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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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실제 아날로그 데이터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에 비해 잡음(noise)에 

강하고, 저장, 처리, 전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날로그 데이터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

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역시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디지털이 만능은 아니지만 컴퓨터 덕

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은 왜 잡음에 강할까?

디지털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잡음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값은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실 전화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 상대

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실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를 전압

으로 표현하면 말하는 쪽의 전압은 5.0V인데 반해, 듣는 쪽의 전압은 4.0V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이 이보다 

길어지면 아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5.0V와 4.0V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실 전화기에서의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서로 다른 

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에서 5.0V와 4.0V는 동일한 값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의 두 가지 값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므로 아날로그 데이터의 

일정한 ‘범위’에 디지털 데이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V~3.5V는 디지털 1의 값을, 1.5V~0.0V

는 디지털 0의 값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 실의 길이가 웬만큼 길어진다고 하더라

도 0과 1의 조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기 위해 ‘연속(continuous)’과 ‘이산(discrete)’이

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됩니다. 연속적인 값의 예로는 실수가 있고, 이산적인 값의 예로는 정수

가 있습니다. 실수와 정수는 소수점의 유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사소한 차이로 보

일 수 있지만, 실수는 바로 다음 실수를 정할 수 없는 반면, 정수는 바로 다음 정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 1의 다음 정수는 2입니다. 실수 1.0의 바로 다음 실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1과 2의 사이에는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실수, 즉 아날로그 데이

터를 한정된 정수, 즉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또 다른 예는 LP(Long Playing) 레코드와 CD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LP

는 아날로그 신호를 기록하는 매체인 반면, CD는 디지털 신호를 기록하는 매체입니다. 최근 우

리 주변에서 LP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LP는 크기가 커서 보관 및 이동이 어렵고, 바늘과 

LP의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데이터를 읽어 내므로 재생을 거듭할수록 원래의 음이 변형되어 일

정 횟수 이상을 재생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CD는 크기가 LP보다 훨씬 

작아 보관 및 이동에 유리하고, LP와 달리 레이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어 내기 때문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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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손상 없이 데이터를 읽어 낼 수 있으며, 마모가 없어 재생할 수 있는 횟수 역시 LP에 비

해 훨씬 많습니다. 그림 1-6은 음악을 LP와 CD에 기록하여 재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❶ 아날로그
    신호 녹음

❷ 아날로그
    신호 기록

(a) 아날로그 신호의 기록 및 재생

❶ 아날로그
    신호 녹음

❹ 아날로그
    신호 변환

❷ 디지털 
      신호 변환

❸ 디지털 
      신호 기록

❷
    

❹ 아날로그

ADC

DAC

(b) 디지털 신호의 기록 및 재생

그림 1 - 6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기록 및 재생 과정

LP에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과정과 CD에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과정의 차이는 디

지털 데이터의 녹음과 재생 과정에서 ADC와 DAC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고,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이와 비슷한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원래의 정보를 

100%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변환할 때 아날로그 신호와 충분히 비슷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일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이유

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디지털 신호’란, 말 그대

로 사람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차이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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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DC 과정은 

샘플링(sampling)과 양자화(quantization)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

호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각각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와 비트 깊이(bit depth)입

니다. 샘플링 주파수와 비트 깊이는 변환된 디지털 신호가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어느 정도

로 비슷하게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컴퓨터 모니터를 비교할 때 해상도(resolu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샘플

링 주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해상도는 1인치 안에 표현되는 화소의 수를 나타내

는 DPI(Dots Per Inch) 또는 PPI(Pixels Per Inch) 단위를 사용합니다. 또는 간단히 x축과 y축 방

향의 도트/픽셀 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니터에서 흔히 사용하는 해상도에는 SD(Standard 

Definition, 표준 선명도), HD(High Definition, 고선명도), Full HD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D

는 720×480도트/픽셀 수를, HD는 1280×720도트/픽셀 수를, Full HD는 1920×1080도트/

픽셀 수를 가리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림 1-7은 원을 높은 해상도와 낮은 해상도로 각각 표현한 예로, 낮은 해상도에서는 계단 현상

(staircase effect)에 의해 곡선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지만, 높은 해상도에서는 곡선이 자연스럽

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높은 해상도 (b) 낮은 해상도

그림 1 - 7 해상도에 따른 원 표현

*　 ADC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가리키는 ‘Analog to Digital Converter’와 아날로그 신호

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Analog to Digital Conversion’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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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깊이는 ‘색 깊이(color depth)’라고도 하며,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색상의 수’를 말합

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트루 컬러(true color)라 불리는 24비트 색상을 지

원합니다. 사람은 약 천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24비트로 색상을 표현하는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색상의 수는 224 

= 16,777,216가지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색상보다 더 많은 수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최근 색 깊이

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표현되는 색과 사람이 느끼는 색이 얼마나 유

사한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는 풍경과 실제 풍경은 ‘느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바로 디지털 색상과 아날로그 색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림 1-8은 색 깊이에 따라 이미

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예를 보인 것으로, 각각 8비트와 3비트의 색 깊이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색 깊이가 깊을수록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를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8비트 색의 깊이 (b) 3비트 색의 깊이

그림 1 - 8 색 깊이에 따른 이미지 표현

샘플링

목소리를 녹음하는 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림 1-9는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때 마이크로폰에서 출력되는 전압의 변화, 즉 아날로그 신호 f(t)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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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

t

그림 1 - 9 마이크로폰의 출력 신호

카세트테이프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카세트테이프에 기록했으며, 이는 

LP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D에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닌 디지털 신호를 기록하므로 가장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은 동일 시간 간격(t0)으로 시간 축을 나눈 이

산 시간에 아날로그 신호의 값을 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이산 시간에 취해지는 각 신

호의 값을 ‘샘플(sample)’이라고 합니다.

f (t)

t

그림 1 - 10 샘플링 과정

샘플링 시간 간격 t0는 ‘주기’라고 하며, 샘플링 주파수 f0와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t0f0 = 1

CD의 샘플링 주파수는 44.1kHz로, 초당 44,100개의 샘플을 취하므로 약 0.023ms(≈1/44,100초)

마다 샘플을 취합니다.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보존하는 데 유리

합니다. 그림 1-11은 동일한 아날로그 신호를 서로 다른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한 예를 나타

낸 것입니다. 그림 1-11-(a)의 샘플링 주파수 f1 = 1/t1은 그림 1-11-(b)의 샘플링 주파수 f2 = 1/t2

의 2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1-11-(a)의 경우 샘플들을 직선으로 이으면 원 아날로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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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비슷한 파형을 얻을 수 있지만, 그림 1-11-(b)의 경우에는 그림 1-11-(a)에 비해 원 신호와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원 아날로그 신

호와 가까운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원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f (t)

t
t1

t2

f (t)

t

(a)

f (t)

t
t1

t2

f (t)

t
(b)

그림 1 - 11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원 신호의 복원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원 아날로그 신호의 보존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샘플링 주파

수가 2배가 되면 저장해야 하는 샘플의 수도 2배가 되므로 2배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샘플링 정리(sampling theorem)’라고 합니

다. 샘플링 정리는 ‘나이키스트(Nyquist) 정리’, ‘나이키스트-섀넌(Nyquist-Shannon) 정리’ 등으로

도 불리며, 이는 통신 및 신호 처리를 다루는 정보 이론(information theory)의 기본이 되는 원리

입니다. 이 샘플링 정리에 따르면, 신호에 포함된 최대 주파수 성분의 2배 이상 주파수로 샘플

*　 여기서는 간단한 비교를 위해 디지털 신호를 이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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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수행하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CD의 경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만을 저장하므로 최대 가청 주파수로 알려

진 20kHz의 2배인 40kHz 이상으로 샘플링하여 가청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손실 없이 저장

하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CD의 샘플링 주파수는 샘플링 정리를 바탕으로 하고, 간섭을 피

하기 위한 보호 밴드를 추가하여 44.1kHz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

는 소리에는 가청 주파수 영역을 벗어난, 즉 20kHz를 넘어서는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CD의 경우 20k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을 

뿐, 엄밀히 말하면 원래의 소리와 CD에 녹음된 디지털 데이터를 재생했을 때 나오는 소리는 

서로 다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이므로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LP와 CD의 ‘느낌’

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의 차이는 가청 주파

수를 벗어난 소리에 의한 것이며, 사람은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샘플링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 성분의 2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주파 성분에서 간섭이 발생하

는데, 이를 ‘에일리어싱(aliasing)’이라고 합니다. 그림 1-12는 사인파를 샘플링하는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1-12-(b)는 사인파의 한 주기에서 4개의 샘플을 얻어 사인파를 재구성한 경우입

니다. 즉, 최대 주파수 성분의 4배에 해당하는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을 시행한 예입니다. 이

처럼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면 원 신호의 정보를 손실 없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림 1-12-(c)는 한 주기

에 1.5개의 샘플만을 취하여 사인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주파수 성분의 1.5배 샘

플링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샘플들을 이어 사인파를 재구성하면 원 신호

보다 천천히 변하는, 느린 주파수의 사인파를 얻게 됩니다. 즉, 충분히 높지 않은 샘플링 주파

수로 인해 높은 주파수 성분이 손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자동차가 출발할 때 자동차 바퀴가 어느 순간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에일리어싱 현상의 예입니다. 

영화는 초당 30장(30Hz) 이하의 프레임을 재생합니다. 따라서 영화에서의 자동차 바퀴 회전이 

15Hz 이상이라면 회전을 정상적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바퀴가 거꾸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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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 신호

(b) 최대 주파수의 4배로 샘플링하여 복원한 경우

(c) 최대 주파수의 1.5배로 샘플링하여 복원한 경우

그림 1 - 12 사인파의 샘플링 및 복원

양자화

샘플링된 신호의 값은 여전히 아날로그 값으로,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양자화

(quantization)’라고 합니다.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은 샘플의 크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

는 과정으로, 양자화 과정에서 (실수로 표현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미리 정해진 이산적인 (정수)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표현됩니다. 

정수는 이산적인 성질을 가지는 수 체계 중 하나이고, 실수는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수 체

계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와 b 사이에는 항상 a나 b와는 다른 중간 값 c가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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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a+b

2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실수가 존재합니다. 반면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유한한 개수의 정수만이 존재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은 실수를 정수로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수와 동일한 

정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수와 가장 가까운 정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실수 1.3은 가

장 가까운 정수인 1로 표현될 것이고, 실수 1.1 역시 정수 1로 표현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세상에

서는 1.3과 1.1이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로 변환된 이후에는 차이가 없어집니다. 1과 2 사

이를 10단계의 디지털 값으로 표현하면 1.3과 1.1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역시 1.13

과 1.11의 차이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1과 2 사이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표현하느냐는 비트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샘플링 과정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샘플링은 시간 축(x축)을 나누

는 과정인 반면, 양자화는 크기 축(y축)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 깊이는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값의 개수를 결정하며, 비트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은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N 비트로 하나의 샘플을 표시하는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값의 개수는 2N개로, N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적은 오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3은 동일한 샘플

링 주파수로 얻어진 샘플을 서로 다른 비트 깊이로 표현한 예로, 그림 1-13-(a)에 비해 1-13-(b)

가 원 신호와 더 가까운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 깊이가 깊을수록 원본 아날로그 신호와의 유사성은 증가하지만, 샘플링 주파수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비트 깊이가 증가할수록 하나의 샘플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저장 공간

이 필요합니다. CD의 경우 하나의 샘플은 16비트로 표현되므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216 = 65,536단계로 표현합니다. 

샘플링 과정에서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샘플링 정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양

자화 과정에서 비트 깊이를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에서 색 깊

이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색의 수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정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단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CD의 16비트 깊이는 경험적으로 결정된 것

입니다. CD의 16비트 깊이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충분히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주장에 힘입어 최근 CD의 대안으로 등장한 SACD(Super Audio CD), DVD 오디오 등은 24비트 

이상의 비트 깊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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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단계(3비트) 표현

f (t)

t

f (t)

t
(b) 10단계(4비트) 표현

그림 1 - 13 비트 깊이에 따른 원 신호의 복원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디지털 신호로 표현되고, 처리 과정을 거친 음성 신호를 스피커를 통해 듣기 위해서는 ADC와 

반대인 DAC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가상의 신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날로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날

로그 신호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MP3 파일을 저장하고 음악 재생 프로그램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MP3 파일은 0과 1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파일이

므로 DAC을 거친 이후에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DAC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DAC의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C는 아날로그 회로에 속하므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는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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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회로의 기본 법칙 - 옴의 법칙(Ohm’s Law)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회로는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날로그 회로가 기본이 됩니다. 회로는 전자(electron)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구

에 불을 켜고, 세탁기를 돌리고, 컴퓨터가 동작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 줍니다. 하지만 

전자는 원자(atom)에서도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10-8cm 정도로 머리카락 두께의 100

만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자의 크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자를 축구장에 비유한다면 

전자는 축구장에 있는 축구공보다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를 다루

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공학에서는 전자를 움직이거나 제어하기 위한 기본량과 이들 사이의 관

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제어하기 위한 기본량에는 전류, 전압, 저항이 있습니다. 전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류(current, I)는 전자가 움직인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흐름, 즉 전류가 생기

기 위해서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해 주어야 하며, 이때 전류가 발생하도록 하는 힘을 전압(voltage, 

V)이라고 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반면, 저항(resistance,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

는 힘으로,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는 적게 흐릅니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자, 전자공학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V = I ・R로 표시되며, 이는 전압이 전류와 저항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옴의 법칙은 1826년 독

일의 물리학자인 옴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1.6 프로그램으로서 역할

다시 프로그램의 역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스

템에서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데이터는 아날로그입니다. 따라서 아날

로그 신호를 받아들여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ADC가 필요하고, 처리된 디지털 데

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AC가 필요합니다.

처리

입력 출력ADC DAC프로그램

그림 1 - 14 디지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 아날로그 입출력 장치

백화점 입구에 가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사람이 문에 가까이 접근하면 자동으

로 문을 열어 주는 자동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지를 알아내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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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센서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프로그램

은 문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설정한 거리와 비교하여 설정한 거리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면 문

을 열기 위한 모터 구동 신호를 출력합니다. 모터 구동 신호에 의해 모터가 동작하면 문이 자

동으로 열립니다.

디지털 데이터 처리가 일반화되면서 입력과 출력에 ADC와 DAC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1-14를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하는 입력 장치와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받는 출력 

장치를 고려하여 다시 그리면 그림 1-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리

입력 출력

처리

ADC DAC프로그램

그림 1 - 15 디지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 디지털 입출력 장치

그림 1-15에서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

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그림 1-15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처리

ADC DAC프로그램

그림 1 - 16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역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받고 처리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모니터나 프린터를 통해 출력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에는 마우스 이동, 버튼 클릭, 키

보드 누름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ADC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니터에는 디지털 신

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DA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모니터도 

존재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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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날로그: D-SUB (b) 디지털: DVI (c) 디지털: HDMI

그림 1 - 17 모니터 연결을 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커넥터

웹 브라우저는 키보드로부터 웹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받은 후 입력한 주소로부터 웹 페이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처리 과정을 거쳐 모니터를 통해 출력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림판 프로그램은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 도형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

를 처리하여 한 장의 완성된 그림으로 구성한 후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워

드프로세서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내용과 서식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페이지 단위의 문서로 

만들어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마우스나 키보드 등을 통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입력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모니터에 등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

는 작업, 즉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설

사 원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만

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켰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윈도우 역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목적용 프로그램이

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컴퓨

터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컴퓨터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디지

털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이를 처리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외계의 생명체와 조우할 꿈을 꾸고 

있을 보이저(Voyager) 1호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화성 표면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 큐리오시티(Curiosity)도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매력적이지 않

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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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게임 – 앨런 튜링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암호학자로, 컴퓨터 과학의 선구적인 인물입니다. 튜링은 알고

리즘에 의한 계산을 튜링 기계(Turing machine)라는 추상적인 모델을 통해 형식화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 역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한 획

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튜링은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튜링 테스트를 고안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사람을 

얼마만큼 비슷하게 모방(imitation)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판별하는 방법입니

다. 튜링 테스트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컴퓨터(A)와 사람(B)이 각각 밀폐된 공간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인 

심사위원(C)은 문자를 통해서만 A와 B에게 질문을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가 A와 B의 대답으로

부터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튜링의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가 사람처럼 반응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전달되는 문장의 의미

를 이해해야 하고, 질문에 맞는 적절할 대답을 찾아내야 하며, 대답을 찾아낼 때 이전의 대화 내용까지 고려

해야 하는 등 사람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2014년에 

이루어진 5분 동안의 대화에서 13세의 소년을 모방한 프로그램인 유진(Eugene)은 심사위원의 1/3을 속여 튜

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늘어나

고 있으며, 그 중심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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