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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계산기

원시적 수준의 서양식 주판이 기원전 3000~4000년에 고안됨

중국의 주판(Abacus)은 기원전 26세기경에 개발됨

배우기 쉽고 사용이 용이하며, 숙련되면 매우 빨리 계산할 수 있음

[중국의 주판]



초기의 계산기

스코틀랜드의 자연대수(logarithm, 로그)의 창시자인
네이피어(John Napier,1550~1617)는 번호가 매겨진 긴 봉(bones)을 고안해 냄

[네이피어의 봉] [파스칼의 계산기]

17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이 톱니바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수동 계산기를 고안했는데, 
가감산이 가능하였음



초기의 계산기

영국의 수학자인 배비지(Babbage)와 프랑스의 재쿼드
(Jacquard)가 함께 차분 엔진이라 불리는 계산기를 고안함

함수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됨

나중에 기억, 연산, 입출력 장치 등을 갖춘 분석 엔진
(Analytic Engine)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포괄적인 기능의
기계가 1834년에 고안됨

[차분 엔진] [분석 엔진]



초기의 계산기

1889년 미국의 홀러리스(H. Hollerith)가 천공 카드 시스템(Punch Card System)을 개발

일괄 처리(Batch Processing)의 효시가 됨

1890년 미국 국세 조사 업무의 자료 처리에 사용된 후 1970년대 말까지
통계와 사무 처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이용됨

[펀치카드]



기계식 계산기

1942년 아타나소프교수와 베리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전자식 디지털 계산기를 제작, 약자로는
‘ABC’라고 칭함

[ABC 컴퓨터]

1944년 하버드 대학의 에이킨(Aiken) 교수가 제작

세계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



제1세대(1951~1958)



제1세대(1951~1958)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에 진공관을 사용함

주기억 장치에 자기 드럼을 사용함

입력, 출력, 보조기억 장치로 천공카드를 사용함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하여 작성함

이 시기의 컴퓨터는 단점이 매우 많았음



제1세대(1951~1958)

[에니악에 사용된 진공관]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모클리(Mauchly)와
에커트(Eckert)에 의해 개발됨

미국 육군의 탄도 궤도의 수학적 도표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짐

전자식 작동을 위해 1만 8,800개의 진공관과 1,500
개의 릴레이가 사용됨

소비 전력 150kW에 무게는 약 30톤, 크기는 2층 건
물에 달했음

[에니악]



제1세대(1951~1958)

1952년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컴퓨터를 개발

그 후 각종 컴퓨터에 도입되어 ‘폰 노이만식 컴퓨터’라는 말이 생겨남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1903~1957)]



제1세대(1951~1958)

1953년 IBM사가 사무용과 과학 기술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컴퓨터인
IBM 650을 발표

또한 NCR사의 NCR 100 계열, 레밍톤 랜드사의 유니박(UNIVAC) 80과 유니박 90
등을 계속적으로 발표

[IBM 650]



제2세대(1958~1963)

제2세대 컴퓨터의 두드러진 특징은 회로 소자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바뀜

컴퓨터의 크기가 백 분의 일 이상으로 작아지고, 빠르며, 열 발생이 적어짐

가격이 저렴하여 컴퓨터 기술의 진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됨

[트랜지스터]
[UNIVAC 1107]



제2세대(1958~1963)

접근 시간이 짧은 자기 코어(magnetic core)를 이용

기억 용량이 큰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를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

계산 속도는 백만 분의1초(μ second) 단위 정도까지 향상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IBM 1401, 7070, 유니박 1107, CDC 3000 계열 등

입력과 출력에 자기 테이프와 종이 카드가 사용됨

분당 600 라인의 속도를 가진 프린터를 개발

FORTRAN이나 COBOL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됨



제3세대(1964~1970)

IBM 사는 1964년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 IC)를 기억 장치 소자로 사용한
‘System 360’이라는 새로운 기종을 발표함(이 때부터 제3세대라고 부름)

IC를 사용함으로써 중앙처리 장치는 소형화 되나 기억 용량은 커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개선됨

관리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및 사용자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체계가 확립됨



제3세대(1964~1970)

1971년 인텔(Intel) 사는 최초의 초소형 전자 회로인 Intel 4004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한 번에 4자리 숫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음, 손톱만한 크기였고, 불과 몇 볼트의 전력
만을 사용하였으며 양산될 수 있었음

1974년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충분한 속도와 성능을 가진 Intel 8080이 출시됨

Intel 4004 Intel 8080 칩과 내부 구조



제3세대(1964~1970)

제3세대 컴퓨터의 출발 기점

메모리의 크기가 16KB에서 1MB까지의
범위로 구성된 6대의 컴퓨터로 이루어짐

시분할 방식 사용

바이트 단위의 주소 지정 가능

4개의 8비트를 워드의 단위로 사용
IBM S/360



제3세대(1964~1970)

1960년대 말에는 대형 컴퓨터보다 작으면서도 기술 개발로 인해 우수한 PDP-11이
개발됨

PDP-11



제4세대(1971~현재)

제4세대 컴퓨터는 손톱 크기 만한 칩에 수만 개의 소자를 집적시킨 고밀도 집적
회로(LSI)와 초고밀도 집적 회로(VLSI)를 사용함

제4세대 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초대형 컴퓨터인 경우 피코(pico) 초에 이름

크레이(CRAY)란 슈퍼컴퓨터는 그 당시 1초에 백억 개 이상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초고성능의 속도로 작동할 수 있었음

LSI
80386의 내부 회로



제4세대(1971~현재)

최초의 상업적인 마이크로컴퓨터

1975년 당시 알테어는 전자기기 애호가에게 359달러에 판매됨

알테어의 혁신적인 가격과 성능은 이전에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컴퓨터를 일반 대중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



제4세대(1971~현재)

1977년 미국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스테픈 워즈니악(Stephen Wozniac)은
애플컴퓨터를 만들면서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사를 설립

애플컴퓨터는 널리 시판되었던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였음

애플 Ⅱ 컴퓨터는 키보드와 모니터를 갖추고 미리 조립된 상태로 배달됨

[최초의 애플 컴퓨터] [애플 Ⅱ 컴퓨터]



제4세대(1971~현재)

1981년에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를 발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를 통하여 마이크로 컴퓨터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을 함

컴퓨터 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IBM PC 호환 기종(clone) 업체들이
많이 생겨남

많은 사람들이 저가격 고성능의 매력으로 IBM PC를 이용하게 됨

[IBM PC]



제5세대

제5세대 컴퓨터는 앞으로 발전되어 갈 형태의 컴퓨터를 말함

시스템은 지식중심 언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코드화된 지식베이스로 구성됨

중요한 연구 분야로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 전문가 시스템 등이 있음

① 대규모로 집적된 ULSI급 이상을 이용한 빠른 초고속 장치가 사용됨

② 대규모 병렬처리 시스템의 구조가 필요함

③ 논리적 추론을 지원하는 연산 기능이

④ 논리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법, 병렬 처리 개념을 내포하는 추상적 언어가 제공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이나 제한된 범위의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제작된 컴퓨터

① 군사용: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괘도를 추적하는 군사용에 쓰임
② 산업용: 핵반응 시설을 제어하거나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제어함
③ 업무용: 지하철의 운행이나 개찰, 의료 단층 촬영 등에 이용됨
④ 기타: 항공기 및 선박의 자동 조정 장치 등에 이용됨

[군사용 컴퓨터와 산업용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컴퓨터

일반 기업체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 처리용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이용

① 과학 기술에 필요한 수치 계산

② 수치 해석 분야, 선형 계획 프로그래밍, 모의 실험 등의 기술 계산용

③ 자동차나 항공기의 설계, 제조, 관리

④ 생산, 판매, 급여, 회계 등의 기업 업무나 행정, 금융 업무 등의 사무 처리 분야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통상 PC라고 부르는 개인의 업무 처리용 컴퓨터를
말함

개인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시켜 값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

① 취미, 오락, 통신, 가사
② 컴퓨터 보조 교육
③ 업무 처리용



자료의 표현 방법에 의한 분류

일반사용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로서 숫자나 문자를 코드화시켜 연산 처리함

그 후 결과를 다시 숫자나 문자의 형태로 출력

아날로그 컴퓨터



자료의 표현 방법에 의한 분류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비교]



자료의 표현 방법에 의한 분류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융합형 컴퓨터

양쪽의 장점을 모아 만든 특수 목적용 컴퓨터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라도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그 당시의 가장 우수한 범용 컴퓨터보다 한 두 단계 앞선 최첨단 컴퓨터를 지칭

‘Titan’이란 슈퍼컴퓨터는 1초당 1경 7,590억 번의 연산이 가능

비행기나 자동차의 설계, 일기예보, 3차원그래픽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됨

[Cray 2S 슈퍼컴퓨터] [Titan 슈퍼컴퓨터]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Cray 2 DSC03940 슈퍼컴퓨터] [IBM의 MIRA 슈퍼컴퓨터]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1초에 수억 개 이상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의 컴퓨터

다수의 이용자가 공유하고 사용하는 분산 처리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됨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필요성이 큰 공공 단체, 대기업, 병원, 은행, 보험 회사,
항공사, 정부의 회계 처리 등에서 주로 사용함

[IBM 65IBM의 최신 대형 컴퓨터]



처리 능력에 따른분류

1960년대 말 연구,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

대형 컴퓨터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처리 능력
이나 기억 용량 면에서 우수한 편

주로 중소 기업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 업무
처리에 많이 이용

[VAX 780]



처리 능력에 따른분류

메인프레임이나 슈퍼컴퓨터와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음

개인용 컴퓨터와 미니컴퓨터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컴퓨터를 통칭함

UNIX 계열의 운영체제를 주로 사용하고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음

[SUN 워크스테이션]



처리 능력에 따른분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개인용 컴퓨터 또는 PC라고 불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데스크탑(Desk-top)이라고 함

[랩탑 컴퓨터]

무릎(lap)에 올려놓을 수 있는 소형 컴퓨터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이동성이 좋음



처리 능력에 따른분류

손바닥(palm)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매우 소형의 컴퓨터

축소지향형의 일본에서 많이 사용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일을 수행하는 직업에 유용

세일즈맨, 보험 설계사, 증권 주문, 택배 등의 용도에 쓰임



처리 능력에 따른분류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메일을 송수신 가능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도 있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골라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처리 능력에 따른분류

터치스크린을 주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소형의 휴대형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쉽게 조작 가능

편평한 ‘판(tablet)’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태블릿 PC라는 이름이 붙음



진법과 수의 구성

① 10진법: 324, 440 등과 같이 0부터 9까지 사용하며, 10을 한 자리의 기본
단위로 하는 진법

② 2진법: (1010)2, (1110)2과 같이 0과 1의 조합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
컴퓨터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0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1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편리함

③ 8진법: (12)8과 같이 0에서 7까지의 수로 표시하는 것이 8진법

④ 16진법: (1F)16, (4FD3)16과 같이 0부터 9, A부터 F까지를 사용하여 수를
표시하는 진법

컴퓨터 내부에서는 2진수를 사용하지만 2진수를 4자리씩 변환해서 16진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됨



수의 변환

주어진 수를 다른 진법으로 변환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 10진수의 해당 수로 변환한 다음 다른 진법의 수로 바꾸는 것

[진법 변환 관계]



수의 변환

(156)8 = (110)10

1 X 82 + 5 X 81 + 6 X 80 = 110

(11010)2 = (26)10

1 X 24 + 1 X 23 + 0 X 22 + 1 X 21 + 0 X 20 = 26



수의 변환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 [소수를 2진수로 변환]



수의 변환

[2진수, 8진수, 16진수의 상호 변환 관계]

2진수의 소수점을 기준으로 몇 개씩 묶어나가며 해당 진수로 변환함



2진수의 연산

[덧셈에서의 올림수]

두 수의 합이 2가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가고, 
8진수에서는 두 수의 합이 8이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간다는 것에 주의하면 됨



2진수의 연산

진수를 나타내는 수인 r의 보수와(r-1)의 보수가 있음

2진수에서는 2의 보수와 1의 보수가 있고, 10진수는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있음

① (r-1)의 보수: (r-1)의 값에서 수의 각 자리의 숫자를 빼면 (r-1)의 보수를 얻게 됨

예를 들면,         의 9의 보수는 이고,          의 1의 보수는 0101임

통산 2진수에서 보수라고 하면 1의 보수를 의미하고, 1의 보수를 쉽게 구하려면 0
과 1을 서로 바꾸면 됨

② r의 보수: (r-1)의 보수를 구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1을 더함

예를 들면,         의10의 보수는 164+1 = 165이고,

의 2의 보수는 0101+1 = 0110이 됨



2진수의 연산

컴퓨터에서는 덧셈만 가능. 뺄셈의 경우 보수를 이용하여 덧셈으로 변환하여
결과를 얻음

▶ 피감수에 감수의 1의 보수를 취하여 더함
▶ 위의 결과에서, 맨 윗자리의 자리 올림수가 있으면 최하위 비트에 1을 더하고, 

자리 올림수가 없으면 위에서 얻은 결과에 다시 1의 보수를 취하고 － 부호를 붙임

[1의 보수에 의한 뺄셈 과정]

[자리 올림수가 없는 1의 보수에 의한 뺄셈]



수치 데이터 표현

[비트, 바이트, 워드의 크기 비교]

① 비트(bit):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0이나 1을 나타냄

② 바이트(byte): 영문 1글자를 나타내는 단위로 8비트로 이루어짐

③ 워드(word): 워드의 크기는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등이 있는데 통상 4바이트를 말함



수치 데이터 표현

[기억 용량의 크기 단위]



수치 데이터 표현

[고정 소수점 데이터 형식]

정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2바이트 또는 4바이트 영역으로 표시함
MSB(Most Significant Bit)는 제일 왼쪽에 위치하며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임

① MSB: 부호 비트(양수: 0, 음수: 1)
② 양수의 경우 정수 부분: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여 표시함
③ 음수의 경우 정수 부분: 부호와 절댓값의 표현법, 1의 보수법이나 2의 보수법
중 하나를 쓰는데 보통 2의 보수법을 많이 사용함



수치 데이터 표현

[부정 소수점 데이터 형식]

FloatingPoint라는 의미에서와 같이 ‘소수점이 떠다닌다’라는 의미

지수부와 가수부로 나누어서 표현

실수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며 4바이트 실수형과 8바이트 실수형이 있음

① MSB: 부호 비트(양수: 0, 음수: 1)
② 지수부: 지수를 2진수로 변환하여 표시함
③ 가수부: 소수점 안의 유효 숫자를 2진수로 표현함

이때 소수점은 지수부와 가수부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함



문자 데이터 표현

미국 정보 교환 표준 코드로서 미국표준협회가 제정한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교환용 표준 코드

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7비트를 사용하나 실제는 앞에 패리티비트(parity bit)를
하나 추가하여 8비트로 구성, 128가지의 문자 종류를 나타낼 수 있음

패리티 비트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검사를 위해 사용

① 구성: 7개의 데이터 비트에 1개의 패리티 비트를 더하여 8비트로 코드화

② 아스키 코드의 구성
▶ 패리티 비트: 1개
▶ 존(zone) 비트: 3개

•001: 숫자
•100: A ~ O
•101: P ~ Z

▶ 디지트(digit) 비트: 4개



문자 데이터 표현

6비트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자를 표시하는 방식

자료의 구조는 존 필드(zone field)와 디지트 필드(digit field)로 나뉘어 있으며
하나의 문자를 표현

기존의 BCD 코드를 8비트로 확장한 코드로서 256개의 문자까지 표현

16진수로 표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IBM의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됨



문자 데이터 표현

① 완성형(KSC 5601)

한글 2,350자, 특수 문자 130자, 숫자 20자, 한글 낱자 40자, 기본 한자 4,888자, 
외국 문자 및 특수 문자 830자의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표현하는 코드

모든 글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글자체의 모양을 좋게 할 수 있는 장점

② 조합형

현대 한글 음절 11,172개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별도로 처리하여 모든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드



문자 데이터 표현

③ 유니코드(UNICODE)

한글만을 위한 코드 체계가 아닌, 전 세계 언어를 하나의 코드 체계 안으로
통합하려는 컴퓨터 업체들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코드

2바이트를 사용하여 각 국가의 언어를 표시할 수 있음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상에서 한글이나 일본어 등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없어도 아무런 도구 없이 한글이나 일본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현재 Windows XP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Java에서도 유니코드를 사용함



부울 대수

영국의 조지 부울이 제창

0과 1의 2진수 표현으로 명제의 참과 거짓, 전기 신호의 유무, 스위치의 ON과 OFF 
등 표현

논리합(OR), 논리곱(AND), 논리부정(NOT) 등 연산 사용함

논리 대수(Logic Algebra) 또는 스위칭 대수(Switching Algebra)라고도 함

[부울(George Boole: 1815∼1864)]



기본 논리 회로

논리 회로(Logic Circuit)란 부울 대수의 기본 연산인 논리합, 논리곱, 논리부정
등의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회로로서 논리 게이트(Logic Gate)라고도 함

2진 정보를 취급하며 보통 2개 이상의 입력 단자와 하나의 출력 단자로 구성됨



기본 논리 회로

논리합 회로는 논리합(OR) 조건을 만족시키는 회로

2개의 조건이 있을 때 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조건인데, 입력 A와 B 중 적어도
한쪽이 1이면 출력 Y가 1이 되는 논리 회로

논리합 연산자는 ‘＋’로 표현함

[논리합 회로(OR gate)]



기본 논리 회로

논리곱 회로는 논리곱(AND) 조건을 만족시키는 회로

2개의 조건이 있을 때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인데, 입력 A와 B가 모두 1인
경우에만 출력 Y가 1이 됨

논리곱 연산자는‘·’로 표현됨

[논리곱 회로(AND gate)]



기본 논리 회로

논리부정 회로는 논리부정(NOT) 조건을 만족시키는 회로

출력 조건이 입력 조건의 반대가 되는 경우인데, 입력 A가 1이면 출력 Y는 0, 입력
A가 0이면 출력 Y는 1이 됨

논리부정 연산자는‘ ￣’또는‘´’로 표현됨

[논리부정 회로(NOT gate)]



기본 논리 회로



논리 회로의 응용

[전자 투표 회로]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문이 닫혀 있고(AND),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으며(AND), 시작 버튼을 누르면(AND) 작동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이 논리 회로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3명으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찬성’ 또는 ‘반대’ 중의 하나로
투표를 하는데 2명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 안건이 통과된다고 함

안건이 통과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자투표기의 논리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