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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Coding)
영어나 기호나 부호를 뜻하는 코드(code)에서 나온말의 코딩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 컴퓨터와 인간사이에서 서로의 
이해가능한 코드로  소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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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처럼 현재의 상용 컴퓨터의 코드 처리는 2진수 bit 단위 체계이나 
미래는 좀 더 상위 진수나 양자컴퓨터 Qubit 단위 체계로 발전되어가고 있음



코드로 소통하는 컴퓨터

오늘도 수많은 시간 사용했던 스마트폰, 컴퓨터 
좀 더 다르게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친구, 동물, 어떤 존재와 친해지려면 
우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코드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컴퓨터의 언어인 코드를 이해하고 공부하여 
컴퓨터와 소통하면 어떨까요



코드로 소통하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팅파워 시대

현시대는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돈을 지불하고 가치를 지닌 물품이나 서비스(재화, 용역)를
교환합니다.

세계 10대 매출 기업과 국내 10대 매출 기업
모두가 코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시대의 방향이 읽히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파워 시대의 좋은 예
영화 “서치”를 보며

짧은 글 몇 줄도 좋지만
컴퓨팅 파워 활용의 좋은 예로
영화 한 편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서치” 영화가 끝나고 나서
러닝타임 대부분 모니터 화면만 보다가 끝났다는데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종된 딸을 찾게 되는 과정의 방법의 중심엔
컴퓨팅 파워가 있습니다.
구글 직원 출신의 감독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코드로 소통하는 컴퓨터 
코드(컴퓨터 프로그램밍 언어) 종류

초기 종이에 구멍을 뚫어 정보를 저장하는 천공카드 부터
C언어 자바, 파이썬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EPL(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언어 역시 EPL로
스크래치(Scratch)프로그램 기반의 mblock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딩

컴퓨터를 통해 이 글을 보고 있나요
 Personal Computer로 웹서핑을 하고
Smart Device Computer로 뉴스기사와 댓글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컴퓨터끼리 혹은 
컴퓨터와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인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것입니다.



인코딩&디코딩

특정 시스템이 해석할 수 있도록 압축 및 부호화 = 인코딩 
특정 시스템이 볼 수 있도록 코드값 복원 및 변환 = 디코딩

내가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코드화하는데 이는 인코딩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코드화된 자료가 내가 볼 수 있도록 
복원 및 변환 디코딩

PDF 파일을 한글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보려면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인코딩
그리고 한글 파일로 인코딩된 자료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게 복원 및 변환 디코딩

코딩의 순환과정(코딩 사이클)

압축 및 부호화(인코딩) 된 자료는 이후 
복원 및 변환(디코딩)과정을 통해 출력



코딩&피지컬컴퓨팅으로 가능한 것들
컴퓨터가 사람처럼 (무섭기도 함)

다양한 입출력장치들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친구처럼 비서처럼 소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쇼핑취향을 판단해서 옷이나 제품등 추천

즐겨듣는음악 성향을 판단해 비슷한류의 음악 추천

얼굴 표정을 스캐닝해 기분에 맞게 응대

거울에 비춘 내모습에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코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와 함께 복장을 추천

주차하고 싶은 위치에 주차를 해주는

주행중 차선이 이탈되지 않게 도와주는

글의 띄어쓰기나 잘못된 철자를 찾아주는

목소리 톤과 패턴을 축적해서 모창을 잘하는 말을 따라하는



주로 물리적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컴퓨터
무한한 입출력 디바이스 장착이 가능한 컴퓨터
작고 저렴한 컴퓨터
모두 아두이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hysical computing device
Arduino



최초의 아두이노는 2005년 이탈리아 이브레아(Ivrea)스쿨의
마시모 반지(Massimo Banzi) 교수외 팀원들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개발 배경은 인터랙션 디자인 전문학교(IDII)에서 
공부하는 하드웨어 미숙련자 및 비전공 학도들을 위해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쉽게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현재 오픈소스하드웨어의 대표 아두이노는 동일사양의 호환보드로 
커피1잔 값으로 구매할수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두이노 이야기 관련 링크주소 
http://www.circuitstoday.com/story-and-history-of-development-of-arduino
https://arduinohistory.github.io/
http://people.interactionivrea.org/h.barragan/thesis/thesis_low_res.pdf



VS

computing power    1  :100
computing speed    1  :100

price 1:100
입출력장치 100:1

아두이노의 성능은 386(16MHz)컴퓨터와 비슷하며 
고성능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아리랑2호와 같은 요즘의 인공위성에도
동일한 성능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가격이 싸고 적용가능한 입출력장치 종류가 셀수 없이 많고
안정성이 좋은 아두이노는 미니 컴퓨터(전자기기) 
제작에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텍스트 보다는 시각화된 이미지가 먼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mBlock

교육용 프로그래밍언어 EPL의 대표인 스크래치기반의 
확장판 mblock을 본 교육내용에 사용하였습니다.
공식사이트 http://www.mblock.cc/

PC OS사양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 다운하세요



구성원

mBlock프로그램이 설치된 PC혹은 노트북

아두이노 우노/레오나르도/메가등

   + 통신케이블 

실습부품

사람



입력장치를통한
블럭프로그래밍

출력장치를통한
데이터출력

데이터값

물리적인
데이터값

mblock

Arduino

나



이 자료는 www.milkcoding.net에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