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와 컴퓨터 
정동욱 (zolaist@gmail.com)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2012. 9. 3. 15:00-16:00 





디지털 & 아날로그 
정보를 표현/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 



꿀의 위치를 전달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사소통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꿀이 집 근처 90m 안에 있을 때  꿀이 90m 밖에 있을 때  



화자 송신기 
(인코더) 

수신기 
(디코더) 청자 매체 

메시지 신호 수신 
신호 

메시지 

“90m 밖” “90m 밖” [빛] 

화자가 의도한 메시지와 청자가 해석한 메시지의 동일성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통의 약속 
메시지–신호의 매핑에 대한 해석규칙 



아날로그 정보 
메시지와 신호 사이의 유사성에 의존하는 해석규칙 사용 

보통 연속적인 값 모두를 정보로 가질 수 있음 



꿀벌이 춤추는 각도는 꽃과 태양의 각에 대한 아날로그 정보 



수은주의 높이는 온도에 대한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 정보 
규격화된 신호와 메시지를 하나씩 짝짓는 해석규칙 사용 

불연속적인 값만을 가지며, 정보는 숫자나 부호의 나열로 표현됨 



위의 디지털 체온계에서 36.85도는 표현될 수 없다 



대표적인 디지털 정보 표현의 사례인 모스 부호표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아스키(ASCII) 코드표 



화자 인코더 디코더 청자 매체 
메시지 신호 수신 

신호 
메시지 

“Hi” “Hi” 

컴퓨터 파일을 통한 정보 전달(=저장 및 읽기) 

72 105 72 105 



가끔씩 위와 같은 웹사이트를 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의 원자 ‘비트(bit)’ 
1 또는 0을 표현/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 



“Hi”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 비트 수는? 

화자 인코더 디코더 청자 매체 
메시지 신호 수신 

신호 
메시지 

“Hi” “Hi” 72 105 72 105 

0100011101101001 0100011101101001 



아날로그 시스템의 장단점 
•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원 정보의 연속적인 값을 모두 표현 가능 
• 정보 전달 과정에서 개입되는 노이즈의 효과를 막을 수 없어서 

정보 손실과 왜곡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효과는 되돌릴 수 없음 



디지털 시스템의 장단점 
• 노이즈의 효과를 차단해줌으로써 오류 없는 정보 전달 가능 
• 따라서 디지털 정보는 복사에 복사를 거듭해도 원본과 동일 
• 완벽한 해상도를 포기해야 하지만, 소리나 그림 등의  

연속적인 정보도 동일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할 수 있음 



그림은 유한한 수의 점들의 집합으로 디지털화될 수 있다. 
비트맵 이미지 파일(.bmp)은 색번호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처리기로서의 컴퓨터 
모든 정보는 디지털로 (근사적으로) 변환 가능하며, 그것은 다시 0 
또는 1의 나열, 즉 비트의 나열로 부호화될 수 있다. 이렇게 0과 1
로 표현된 정보는 컴퓨터가 숫자 계산을 하듯이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는 계산기를 넘어 정보처리기로 사용될 수 있다. 



강의 홈페이지 
sites.google.com/site/21stcomputer 



이메일 
zolaist@gmail.com 



강의와 실습 일정 
수업계획서 참고 



연습문제 
총 10회 



시험 
10/21(화), 12/18(화) 



기말 프로젝트 
나만의 웹사이트 만들기 

sites.google.com 



참고문헌 
• J. Glenn Brookshear, 컴퓨터과학 총론 10판 
• 사카무라 겐, 21세기 컴퓨터학  
• 나빌레라, 나빌레라의 컴퓨터를 만듭시다 

http://raonlife.com/navilera/blo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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