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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電算設計技法 敎材開發의 背景

1. 敎材開發의 必훌性 

전통적으로 대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高速計算能力을 절실히 필요로하는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에서는 컴퓨터의 브급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造景과 建葉分野와 같은 

環覆設計分野에서는 圖面을 통한 創造的 作業과 意思流通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컴퓨터의 

펼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1970年代 中半에 등장한 퍼 스날 컴 퓨터 (Personal Computer)는 단기 간에 技術華新을 이 루 

어 가격이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고，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初步者도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그래픽성능이 급격히 향상되어 T자와 연펄을 이용하는 

設計 및 製圖作業에 비해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정확한 圖面作業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 서 울大學校 環樓大學院 環境造景學科 副敎授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造景學科 助敎授

*** 이 맑究는 1986年 文數部 學術맑究助成寶의 支援에 의 해 이 루어 진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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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에 美國， 日本 및 西歐諸國의 環境設計分野에 서 는 컴 퓨터 그래 픽 (computer graphic) 

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부품설계용 CAD(Computer-Aided Design) 패키지를 활용하는 경향 

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大學 및 大學院의 環境設計關聯學科에서는 電

算設計技法講義가 開設되 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도 建葉 및 造景關聯業體에서의 CAD 이 용 

추세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造景學科 이 외 에 도 서 울大 農科大

學， 서울市立大學校， 成均館大學校 및 淸州大學校 造景學科 等에서 電算設計技法講座가 開

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造景學科實情에 적합한 標準講義要目이 開發되지 않은 상태이고， 적 

합한 敎材도 없기 때문에 效率的인 敎育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난 3년간의 강의내용을 요 

약 • 정 리 하여 제 시 함으로써 강의 에 활용하고， 담당교수‘ 및 전문가의 의 견을 참조하여 보다 

충실한 講義敎材를 發刊할 펄요가 있다. 

2. 敎材案 作成의 原則

本 敎材案은 다음의 4가지 原則에 입 각하여 구성 하였다. 

첫째， 大學의 造景 및 建葉學科 3， 4學年 흑은 大學院 1학년에 재학중인 컴퓨터를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環境設計에 이용될 수 있는 電算設計技法을 中心으로 한다. 

둘째 , 컴 퓨터 그래 픽의 主몇 用語， 原理， 使用例 및 주요 그래 픽 周邊機器와 소프트웨 어 

의 特性을 포함하여 實務能力의 向上에 重點을 둔다. 

세째， 全體를 14單元으로 구분하고， 週當 4學點을 기준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 3學點으로 운영 할 경 우에 는 講義의 深度를 조절 함으로씨 학생 들에 게 과중한 부담을 주 

지 않도록 한다. 

네째， 컴퓨터 關聯用語는 충분히 國語化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原語를 함께 소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原語를 사용한다. 

3. 標準講훌훌훌目 

제 1 주 : 컴퓨터를 이용한 環境設計

·컴퓨터 그래픽의 發達

• 퍼스날 컴퓨터의 §훌達 

• 퍼스날 컴퓨터 機種의 種類와 特性

제 2 주 : IBM PC 機種의 하드웨어 

• 시스템 유니트 

·키보드 

·비데오 디스플레이 

제 3 주 : 디 스크運營體系(DOS) 

.DOS의 擺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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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일 (file)의 管理

·主훨 DOS 命令語

제 4 주 : BASIC 프로그래밍 

·프로그램言語의 擺훨 

• BASIC의 擺훨 

• BASIC의 그래 픽 命令語

제 5 주 : 데 이 타 화일의 利用

• 화일 (file)의 種類

• 連續화일 (sequential file) 

• 任意接近화일 (random-access file) 

제 6 주 : 컴 퓨터 그래 픽 과 地理情報體系(GIS)

• GIS의 擺要

• GIS의 構造

·環境計劃과 GIS 

제 7 주 : 周邊機器의 利用

·周邊機器의 接續方式

• 커뮤니케이션 화일의 利用

제 8 주:入力機器 

• 라이，트 펜 (light pen) 

• 조야스틱 (joy stick) , 트랙불(track ball) , 마우스(mouse) 

• 태블릿(tablet)과 디지 타이저 (digitizer) 

제 9 주 : 칼라映像出力(color video display) 

·칼라映像出力의 基鍵

·찰라 그래픽 技法

·映像의 擬影

제 10주 : 프린 터 그래 픽 (printer graphic) 

·프린터의 種類 및 特性

·프린터 그래픽 

• EPSON MX, FX, LX 機種의 主훨命令話 

제 11주 : 플훗태 그래 픽 (plotter graphic) 

·플훗터의 擺훨 

• HI DMP-40 플릇터 의 主흉흉命令語 

제 12주 : PAINTBRUSH를 이 용한 스켓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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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出力機器의 選定

• P AINTBRUSH의 機能

• P AINTBRUSH의 ::t훨命令語 

• PAINTBRUSH의 作業道具

제 13주 : AutoCAD를 이 용한 環境設計

.CAD를 이 용한 環境設計

• AutoCAD의 構造와 機能

·圖面編集의 擺훨 

• AutoCAD의 主要命令語

제 14주 : PERSPDTM을 이 용한 地形透視圖의 作成

·地形透視圖의 職要

• 數f直地形모텔 (DEM)의 入力

·視覺構造의 評價

n. 컴퓨티 그래픽의 基魔

1.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環境設計

(1) 컴퓨터 그래픽의 發達

61 

예로부터 우리는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 말은 현대의 다량의 복잡한 情

報를 쉽고 정확하게 傳達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computer graphic)의 重훨性을 강조하 

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造景， 建葉 등의 분야는 圖面을 통한 創造的 作業과 

意思流通을 중요시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컴퓨터의 活用이 늦은 펀이지만 컴 

퓨터의 발달은 이와 같은 장벽의 극복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초기의 컴퓨터는 타자기와 같이 키보드(key board)를 이용해 情報를 入力시키고， 프린터 

(printer) 흑은 모니터 (monitor)를 통해서 出力시키는 기능만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科學技

術 및 業務用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싼 大型캠퓨터 

(mainframe computer)가 대부분 이었고 그래픽 기능도 미미하였기 때문에 영세한 건축 혹 

은 조경설계사무소에서는 이용이 곤란하였다. 

근래 에 는 高密度 集積回路， 論理素子(Microprocessor chip) , 記憶素子(Memory chip) 등 

의 電子部品 製造技術의 향상에 따라서 價格이 低薦하고 신뢰성이 높은 퍼스날 컴퓨터 

(Personal Computer)가 다량 공급되고 있다. 이들 퍼스날 컴퓨터는 해상력이 높고 훌륭한 

色彩擬能을 구131 하여 몇 년전에 수십 만 달러 를 호가하던 대 형 흑은 미 니 컴 퓨터 (minicom-

puter)와 유사한 컴퓨터 그래펙치등을 구131 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設計(Computer-A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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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분야의 技術寧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Fabos Cl983)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은 造景(paperless landscape architecture)의 可能性을 예 언하고 있다. 

(2) 퍼스날 컴퓨터의 發達

진공관 혹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던 초기의 大型컴퓨터가 오늘날의 퍼스날 컴퓨터와 휴 

대용 컴퓨터 (portable computer)로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超小型 論理素子와 記應素子의 

대량생산 및 가격하락에 기인한다. 최초의 퍼스날 컴퓨터는 1977년 미국의 IMSAI, Rdaio 

Shack 등의 회사에서 8비트(bit)의 Intel 8080 論理素子를 이용한 CP/M 시스템이었다. 이 

들은 處理容量은 크지 않았지 만 책 상위 에 놓을 수 있을 정 도로 작은 컴 퓨터 (desktop com

puter) 라는 이유로 큰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퍼스날 컴퓨허의 진정한 華命은 1978년에 애플 컴퓨터 (Apple Computer)社에서 

생산한 Apple II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스댐은 8비트(bit)의 MOS 6502 論理素子를 채 

택하였으며， 48KB의 記健、容量， 140KB 용량의 5 1/4인치의 디스크 드라이브(disk drive) 

를 구비하였다. 이 시스댐은 그래픽 기능을 구비한 최초의 퍼스날 컴퓨터로서 저해상도 그 

래픽은 40선 X40줄로 16색， 고해상도 그래픽은 280선 X192점으로 6색을 이용할 수 있다 

(Apple Computer 1981a, b). 이 기종은 開放構造(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여 어느 회사 

든지 機能을 向上시 킬 수 있는 周邊機器 (peri pherals)와 소프트웨 어 (software)를 제 작， 판 

매하는 것이 허용되었커 때문에 폭 넓은 이용자 基盤을 구축할 수 있었다(McMullen 1984). 

Apple社는 그후에 Apple II+ , IIe, IIc 등 기능이 향상되고 기판매된 기종의 소포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기종을 싼 가격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도 미국 및 우리나라의 교 

육용으로 넬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Apple컴퓨터의 성공으로 퍼스날 컴퓨터의 수요가 폭발적￡로 증대되자세계최 

대의 컴퓨터회사언 IBM은 1981년에 Intel 8088 論理素子를 이용한 IBM PC(Personal Com

puter)를 출하하였다. 이 기종은 16비트 칩을 채돼하였기 때문에 8버트 시스댐보다 處理速

度가 4"'6배 빠르고 記憶容量도 640KB까지 쉽게 확장될 수 있기 때 문에 교육용외에 도 科

學맑究 및 業務用으로 광범 위 하게 보급되 어 현재는 Apple 컴 퓨터를 누르고 퍼스날 컴퓨터 

의 代表機種으로 부상하였다(Norton 1986). 

IBM PC는 초기에 4색으로 320점 x200줄 및 흑백으로 640X200의 그래픽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후에 해상력이 640 x 200, 640 x 350, 640 x 480으로 높아지고， 色相도 16, .64, 256색 

으로 증가된 그래픽 접속카드(graphic adaptor)가 보급되어 이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 소 

프트웨어가 다수 출현하였다. 

최 근의 高性能 論理素子의 開發에 따라서 Apple 컴 퓨터 社는 Motorolla의 16비 트 68010칭 

을 이 용한 Macintosh Plus(Crawford 1986)와 Macintosh(Loeb 1987) 및 68020칩 을 이 용한 

Macintosh II기종(Webster 1987)을 개발하여 금년부터 우리냐라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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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16비트의 Intel 80286칩을 탑재한 AT기종(Somerson， 1984) 및 32버트의 80386 

칩을 탑재한 PSj2 model 80을 판매중에 있다. 이들 上位機種은 1""16MB의 RAM, 假想

記憶(virtual memory) 및 동시 에 2개 이 상의 과업 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hardware 

multitasking)을 구비 하여 미 니 컴 퓨터 의 대 명 사인 VAX l1/780 시 스템 과 유사한 처 리 능력 을 

갖고 있다. 현재 미 국은 물흔 우리 나라에 서 도 IBMPC 및 互換機種用의 소프트웨 어 가 가장 

풍부하고 국내의 컴퓨터 업계에서 XT기종은 100만원선 AT機種은 300만원선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에서 퍼스날 컴퓨터교육용으로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다. 

(3) 퍼 스날 컴 퓨터 機種의 種類와 特性

전산설계기법교육은 컴퓨터 그래픽 기능을 구비한 대형컴퓨터， 多機能 워크스헤이션 

(engineering workstation) , 및 퍼스날 컴퓨터 중에서 각 擬種의 성능， 교육기관의 학습장 

비 확보능력 및 實務分野에 서 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야 한다. 

조경 및 건축설계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여 대형컴퓨터의 활용가능성이 지극 

히 낮다. Gantz(I987)에 의 하면 미 국의 조경 , 건축업 계 는 35， 000개 의 관련회 사중 75%이 상 

이 종업원 20명 이하이며， 90%가 50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액면에서도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63%는 퍼스날 컴퓨터를 이용한 CAD시스댐을 이용하고 있 

으며 일부 대규모의 엔지니어렁 용역회사들 만이 상위기종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일부종합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렁회사는 대형컴퓨터를 이용한 CAD를 활용하지만， 여타 

의 회사중 다소 규모가 큰 업체만이 퍼스날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은 대형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 통계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그러냐，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회전시간(turn -over time)이 걸고， 그래픽 터 

미날(graphic terminal)의 보급상태가 저조하여 전산설계기법교육에 이용되기 어려운 실정 

이다. 

근래 선진외국에서는 多機能 워크스테이션을 CADjCAM 및 地理情報體系(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구성장비로 활용하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Lang 1988). 특 

히 Sun, Apollo, Hewlett Packard 등의 제 품은 그래 픽 성 능이 우수하여 대 학의 연구용 및 

질무분야에서 보급기반이 확장되고 있지만(Robinson 1988; Cady 1988) , 역시 가격이 비싸 

우리 냐라 대 학에서의 보급률은 저 조하다. 따라서 교육투자여 력 이 충분치 옷한 우리 나라 대 

학의 재정적 여건 및 졸업후 실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면 퍼스날 컴퓨터블 채택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혹은 수입 시판되고 있는 퍼스날 컴퓨터의 기종은 Apple II기종， 

MSX71 종， IBM PCjXTjAT 기 종 및 Apple Macintosh71 종이 있 다. 이 들 기 종은 대 형 컴 퓨 

터와 마찬가지로 運營體系(operating system)가 상이하여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한 기종을 

선청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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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I 및 MSX기 종은 초급 및 중급 교육용으로， PC71 종은 대 학교육， 업 무용 및 정 부 

의 행정전산망구성 기종A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Macintosh71 종은 이 

용현의성 (user friendliness)의 측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기종￡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 는 1988년부터 판매되 기 시 작하였고， 소프트웨 어 의 종류가 충분치 옷하며， 가격 

이 비싸기 해문에 아직 이용자 기반이 넓지 않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電算設計技法 敎育用 컴퓨터의 機種選擇時에는 하도웨어， 그 

래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언어 (programming language) 및 전반적 이용펀의성 퉁이 고려 

되 어 야 한다. 각 컴퓨터 기 종의 평 가 기 준별 電算設計敎育適合性을 4개의 評定R度(김팡웅 

1983)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表-1)과 같다. 여기서 1은 적합성이 가장 낮은 것이며， 

4는 가장 적 합한 것을 뭇한다. 

그 결 과 PC기 종이 31점 A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 며 , Macintosh71 종이 24점 , Apple 

II기종과 MSX기종이 19정을 획득하였다. 이 평가에 의하면 Apple II 및 MSX기종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8비트 시스댐의 한계에 따른 용량 및 처리속도의 제한해문에 전산설 

계 기 법 교육용으로 부적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acintosh기 종은 모든 성 능면에 서 우수하지 

만 가격이 비싸고，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수입제품에 의존하여야 하고， 기업의 활용 

상태가 미미하여 학생들의 취업후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PC71 

종이 전산설계기법교육용으로 가장 적당하며， 예산이 허용되면 640K의 AT 기종에 Intel 

80287 수치 계 산 칩 (math coprocessor chip)을 탑재 한 기 종을 선정 하고， 부득이 한 경 우 20 

MB의 하드디 스크를 장착한 XT기 종에 Intel 8087수치 계 산 챔을 탑재 시 키 는 것이 좋을 것 

이다. 

〈表-1) 퍼 스날 컴 퓨터 機種別 電算設計技法敎育 適合性判定

.. 1. TT •• CV IBM 
구 분 j Apple II I MSX I PCÎXTÎ AT I Macintosh 

하드웨어의、처리속도 l l 4 4 

하드혜어의 기억용량 1 l 4 4 

하드웨어의 신뢰성 l 2 3 4 

하드웨어의 가격 4 4 3 1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성능 l 4 4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2 l 4 l 

그래팩 소프트워l 어의 가격 4 4 2 l 

프로그래밍 언어의 성능 l 1 4 4 

프로그래멍 언어의 가격 4 4 3 l 

이용차 펀의성 1 l 3 4 

종합병가 20 20 34 28 

주 : 1윤 적합성이 가장 낮고， 4는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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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M PC機種의 하드웨 어 

IBM사는 PC기종을 1981년 8월에 첫 출하하여 대성공을 거두자， 이어서 1982년에 휴대 

용 PC, 1983년에 XT, 그리고 1984년에 AT기종을 개발하였다. 휴대용 PC를 제외한 이들 

PC계 열 기 종은 시 스랩 유니 트(system unit) , 키 보도(key board) 및 CRT모니 터 (monitor) 

로 구성된다. 

(1) 시스랩 유니트 

컴퓨터의 본체인 시스댐 유니트의 鐵製 캐비넷 내부의 바닥에는 母板(mother board)이 

있다. 이곳에는 컴퓨터의 두뇌역할을 하는 論理素子(microprcessor) , 記憶裝置인 ROM과 

RAM, 周邊器機 據張裝置(expansion s10ts) ,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내부에 

는 5 1/4인치의 디스크 드라이브， 동력공급장치 (power 'supp1y) 및 키보드 둥의 연결장치 

(connectors)들이 있다. 

컴퓨터의 내부에는 인간의 두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모든 부품의 기능을 통제하는 中

央處理裝置(CPU， Centra1 Processing Unit)가 있다. 대 형 컴 퓨터 는 CPU와 ALU(Arithmetic 

Logic Unit)가 분리되어 있지만， 손톱크기 정도의 논리소자내에는 이 두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컴퓨터의 처리용량은 주로 CPU와 기억용량(RAM)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PC기종의 CPU인 Inte1 8088칭은 일백만 바이트(1MB)의 용량에 매초당 650， 000개의 명 

령 (0. 65 mil1ion operations per second)을 수행할 수 있다(IBM 1983). 근래에는 시스랩의 

속도(c1ock speed)를 초기 의 4.77MHz에 서 8 혹은 10MHz로 향상시 킨 8088 n 참을 이 용하 
고， Inte1 8087 數植計算칭을 이용함으로 처리능력 및 그래픽 기능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Inte1 8088칭은 총 1024K의 처리용량을 256K의 ROM， 640K의 RAM 및 128 

K의 그래픽메모리로 구분하고 었다. 

ROM(Read On1y Memory)은 컴퓨터의 이용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수록한 永久記憶、素

子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하도웨어 (hardware) 빛 소프트웨어 (software)에 대비하여 fÌrm

ware라고도 불리 며 , 電源스위 치 를 켜 면 디 스크 드라이브를 작동시 키 고 디 스크 運營體系

(Disk Operating System)를 작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ROM의 내용물은 전원이 단절된 후 

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중 가장 중요한 基本 入出力體系 혹은 ROM-BIOS(Basic Input/ 

Output System)는 論理素子와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비데오 디스플레이 (video disp1ay), 

키 보드(key board) 동의 주변기 기 간의 情報의 교환을 제 어 하는 기 능을 갖는다(Norton 1986). 

보다 상위의 서버스 기능은 디스크 運營體系(DOS)가 담당하며， 시스랩 디스크(System 

disk)에 서 원 어 서 後述하는 RAM으로 옮긴다. 

RAM(Random Access Memory)은 論理素子의 작업공간으로서 프로그램과 레이타를 일시 

적으로 저장하는 곳이며， 전원을 그l면 소멸되고 만다. RAM의 크기는 목수의 작업대와 마 

찬가지록 클수록 크고 복잡한 자료，저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pç기종윤 개발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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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K의 기 억 용량만 구비 하었지 만 최 근에 는 640K의 용량을 갖는 시 스템을 주로 판매 하고 

있다. 

PC기종의 母板(Mother board)의 뒷펀에는 5개， XT 및 AT기종에는 8개의 周邊器機據張

裝置가 있다. 이곳에는 동력과 컴퓨터 시그날을 컴퓨터의 각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표준회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接續카드(interface card)를 삽입시킴으로써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다. 즉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CRT Monitor, 프린 

터 , 디 스크 드라이 브， 모댐 (modem) , 그래 픽 접 속카드 및 記憶容量據張차드를 삽입 시 키 거 

나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모댐접속카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스댐 유니트의 뒷편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동력장치 (power supply)는 交流를 直流로 

바꾸어 컴퓨터의 각 부품에 공급한다. 공급되는 동력량은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는 선택사 

양(options)의 숫자에 한계를 준다. 최초의 PC는 65W, XT는 130W, AT는 200W의 용량 

을 갖고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5 1/4인치의 正方形봉투 속에 든 醒化鐵 입자를 칠한 앓고 유연한 

(floppy) 프라스틱 원반(diskette)을 회전시킴으로서 표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원는 역할 

을 한다. read/write 헤드(head)는 전후로 웅직이면서 회전하고 있는 디스크의 장하 어느 

곳이든 임의로 신속히 접근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 母板상의 주변기기확장장치에 삽입된 

다스크 제어카드(disk controller card)로써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 

(2) 키보드(key board) 

커 보드는 시 스랩 유니 트 후면의 연결장치 (connector)에 접 속되 며 , 83개의 키 는 중앙부분 

의 일반 타자기 와 유사한 문자키 외 에 좌측의 10개 의 기 능 키 (function key) 및 우측의 15 

개의 숫자전용업력과 커서이동(cursor control)키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의 문자키는 일반타자기와 유사하여 쉬프트 키 (shift key)를 이용하여 대문자 흑은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및 부호를 입력시킨다. 각 키를 칠 때마다 화면상에 제시되는 내용 

을 보고 誤打가 발생되면 후진키 (back space key)를 쳐서 지우거나 揮入키(insert key)로 

새로운 내용을 중간에 삽입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려턴키 (RETURN key)를 쳐야 컴퓨터 

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또한 각 키를 0.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10회 반복입력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機能 키는 자주 쓰이는 명령어를 단축입력시컴으로써 작업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예 

를 들면 DOS장에서 F3키를 누르면 직전에 리턴키를 쳐셔 엽력시킨 내용이 화면에 다시 제 

시 되 어 반복명 령 을 내 릴 수가 있고(IBM 1983), BASIC상에 서 는 LIST, LOAD, RUN 등 

자주 쓰이는 명령어를 쉽게 업력시킬 수 있으며， 프로그램으로 각 기능 키의 내용을 변경 

시 킬 수 있다(IBM 1983). 

우측의 15개의 숫자전용업력 및 커서이동키는 상단의 num lock키에 의해서 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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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다. 숫자전용업력은 다량의 수치정보를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간펀하게 입력시 

킬 수 있다. 커서이동 키는 커서를 화살표방향으로 상， 하， 좌， 우 및 화면의 좌상(home) 

a로 이동시킴으로써 화면상 어느 곳의 문자를 쉽게 삭제하거나 삽업시킬 수 있다. 컨트롤 

키 (control key)와 홈 키 (home key)를 동시에 치면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커서를 화면의 

좌상a로 이 동시 킬 수 있으며 , 스크롤 록키 (scrol1 lock key)는 커 서 를 화면내 용중의 현 

위치에 고정시킨 채 화면의 내용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PRTSC(print screen)키는 화면 

상의 문자 혹은 도형을 프란터에 출력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바 데 오 디 스플레 이 (video display) 

컴퓨터 작업중의 자료의 입출력 및 처리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주로 

陰極線管(Cathod-Ray Tube)을 이용한 모나터를 이용한다. 이 CRT는 가격이 싸고 해상력 

이 높아 거의 모든 퍼스날 컴퓨터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부피가 커서 최근에 개발된 휴대용 

혹은 램톱(lap top) 컴 퓨터 는 액 정 (Liquid-Crystal Display) 흑은 LED(Light-Emitting Di

ode) 디스플헤이를 이용하고 있다(Monmonier 1982). 

CRT는 음극선관의 전자총에서 전자파를 발사하여 스크린에 앓게 코팅된 憐(phosphor)

이 發光함으로써 문자 흑은 도형을 그린다. 그러난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1 

초당 25"-'30회씩 반복적으로 走寫하여 映像이 깜박거리지 않도록 한다. 화면상에 제시되는 

문자 혹은 도형은 그래픽 카드의 display buffer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전자 

총올 발사하여 그리기 때문이다. 

PC기 종에 는 문자전용의 흑백 모니 터 (monochrome display)와 그래 픽 모니 터 가 ‘ 있다. 

흑백 모니터는 高解像度의 깨끗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發光時間이 긴 P-39 녹색 혹은오 

렌지색 憐을 코팅하여 제작하며， 초당 50회씩 반복 주사하여 350선 X720첨의 해상력을 갖 

는다. 하냐의 숫자 흑은 문자는 폭 9점， 높이 14점의 격자내에서 7X9점의 크기를 갖는다. 

원 래 IBM에 서 제 작한 흑백 카드(monochrome display card)는 그래 픽 기 능이 없 었지 만， 

후에 Hercules社(n.d)에서 그래픽 기능을 구비한 흑백카드를 개발하여 BASIC 등의 소표트 

웨어에 의해서 컴퓨터 그래픽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 모니터는 흑백과 칼라의 두 종류가 있다. 모든 그래픽 모니터는 이용자의 소표트 

웨 어 에 의 하여 〈圖-1)과 같이 스크린 상에 도형 을 그릴 수 있는 기 능(memory-mapped dis

play)을 구비하고 있다(Norton 1985). 흑백 모니터는 초록 혹은 오렌지색의 憐이 코팅되어 

있지만， 칼라 모니터는 빛의 3원색인 빨강(red) , 초록(green) ， 파랑(blue)의 3가지 색소를 

포함한 인화합물이 코팅 된 스크린에 O. 43, O. 31, O. 28 혹은 0.21mm 간격 으로 점 이 있는 

새도우 매스크(shadow mask)를 통해 3개의 전자총을 발사시켜 색상을 만든다(Powell 1984). 

PC기종의 문자 모드는 RGB+彈度(intensity)의 ON， OFF에 의해서 167f지의 색상을 만든 

다. 예를 들면 푸른색은 푸른색을 낼 수 있는 전자총만 말사하며， 노랑운 녹색과 빨간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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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RAM 에 의 한 映像出力의 原理

상 !페펴 B I 1 

8 Dark gray * 
* 9 Lil$ht blue * * 

* 10 Light green * * 
* Light cyan * * * 

* 12 Light red * * 
* * 13 Light magenta * * * 
* * 14 Yellow * * * 
* * * 15 White * * * * 

발광시키는 전자총을 통시에 발사시킨다. 마찬가지로 R, G, B를 동등한 강도로 발사하면 

회색이 되고， 강도를 높이면 흰색이 되며， 3개의 전자총을 모두 OFF시키면 검정색이 된다. 

〈表-2)는 PC기종의 發色에 이용되는 전자총의 작동상태를 보여주고 았다. 

원래 IBM사는 문자모드에 서 16색 , 그래 픽 모드에 서 200줄 X320점의 해 상력 으로 4색 을 

내는 칼라접속카드를 판매하였지만 후에 35'0줄 X640점에 64색중 16색을 동시에 제시하는 

EGA(Enhanced Graphic Adaptor) 카드를 개 발하고， 다시 640 x 480 x 256색 의 PGA(Profes

sional Graphic Adaptor)를 개발하였다. 근래에는 여러 IBM호환기 제조업체에서 그 야，상 

의 해상력 및 색채능력을 갖는 그래픽 접속카드를 시판하고 있다. 

3. 디스크 풀營體系 

(1) DOS의 擺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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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퍼스날 컴퓨터는 플로펴 디스캘， 하드 디스크 휴은 카세트 테이프 등의 外部記健、裝

置를 이용하여 다량의 정보플 기록한다. 이들 장치는 그 크기와 기억용량은 상이하지만 표 

면에 정보를 磁氣的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외 

부기억장치에 데이다화일을 만들어 운영하고， 소표트웨어를 작동시키며， 컴퓨터와 각종 주 

변기 기 간의 자료전송(communication)을 가능케 하는 컴 퓨터 言語를 運營體系(Operating Sys

tem)라 한다. 즉 운영체계는 냉장고， 선풍기， 전축 등의 각종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전기 

와 유사한 기 능을 갖지 만， 컴 퓨터 의 중앙처 리 장치 (CPU) , 휴은 논리 소자(microprocessor)의 

하드웨어의 구조와 기놓에 따라 장이한 체계가 개발· 이용되고 있다‘ 

초기의 8비 트 Intel 8080침은 CP jM(Control Program for Microprocessors) , MOS Tech

nology의 6502칭을 사용하는 Apple II기 종은 Apple DOS 및 ProDOS를 사용한다. Intel 

8088칭을 탑재 한 IBM PC기 종은 Microsoft사의 창업 주인 Bi1l Gates가 1979년에 개 발한 
Microsoft DOS(Disk Operating System)를 채 택 하고 있 다. 

DOS를 드라이브에 넣고 컴퓨터의 전원스윗치를 켜면 먼저 내부의 ROM-BIOS가 부팅 

(booting)이라고는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의 연결상태 및 정상적 작동여부를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디스크운영체계에게 컴퓨터의 제어기능을 이관시킨다. 이용자와 DOS간의 

의사소통은 DOS 디스켈의 COMMAND. COM이 담당하며 이들은 이용자의 명령을 내부에 

기록된 명령목록 및 작동가능한 소포트웨어 프로그램의 이름과 비교하여 해당명령을 수행 

하거나 에려메시지를 제시하여 적합한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명령을 

수행 하는 것 은 DOS9 스켈에 기 록된 2개 의 숨겨 진 화일 (hidden file) 인 IBMDOS.COM과 

IBMBIO.COM이 담당한다. 즉 IBMDOS.COM은 화일의 업출력과 시스댐 호출을 처리하고 

IBMBIO.COM은 IBMDOS.COM에 의 한 화일의 실제 업 출력 을 담당한다(Norton 1985). 

디스크 운영체계가 처리활 수 있는명령은內部命令과外部命令으로구분된다. 즉 COPY， 

ERASE, DIR 등은 COMMMAND. COM이 직 접 수행 하는 내 부명 령 이 며 , FORMAT, DISK

COPY 등은 DOS9 스켈의 FORMAT. COM, DISKCOPY. COM 등의 별도의 기 능을 갖춘 

화일이 처리하는 외부명령이다. 

컴퓨터의 작동은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동부팅되는 하드디스크가 없는 경 우에는 A드라이브에 DOS9스켈을 넣고 레바를 아 

래로 내려 드라이브의 문을 잠근다. 

-시스템， 모니터 및 프린터 등의 전원스위치를 켠다. 

-스크련에 “TEST MEMORY(yjn)"이 제시되면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메모리 검사과 

정을 중단시켜 신속한 작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N"을 업력한다. 

-스크련에 제시된 현재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우멈 제시된 양식무로 입력시킨다.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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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시 의 시 계 작동을 위 한 기 능(clock back-up battery)을 구비 한 시 스댐 은 <RETURN) 

키만친다. 

-스크린에 “A)_" 흑은 “C)_" 가 제시되면 DOS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A 혹은 C는 

현재 작동중인 (default) 디스크 드라이브를 의미하며， “은 스크련상에서 입력되는 문 

자의 위치를 가르키는 커서이다. 

IBM PC/AT기 종은 이 외 에 도 Bel1 Lab의 대 형 컴 퓨터 용 운영 체 계 인 UNIX를 개 조한 XE

NIX를 일부 이 용하고 PS/2커 종은 역 시 Microsoft社에 서 개 발한 OS/2를 아용하고 있지 만 

현재 우려나라의 16버트 퍼스날 컴퓨터의 95% 이상은 MS-DOS롤 이용하고 있다. 

PC:가 개발된 첫해인 1981년에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0K 용량의 單面， 倍密度，

40트랙 (Tracks) ， 8섹터 (sectors)의 51/4 디스켈을 사용하는 DOS 1. 0이 이용되었다. 그 이 

후 XT기종의 출하와 함께 개발된 DOS 2.0은 兩面 9섹터 디스켈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그 구조는 〈圖-2)와 같이 양면에 Orv39의 총 40개의 동심원 형태의 트랙이 있고， 이들은 

〈表-3> DOS의 種類 및 容量

비 전 일 시 디스켈의 구조 I 용 량 버 고Z 

1. 00 1981. 8. 4 단연， 애밀도， 40트랙， 8섹터 160K 최초의 DOS 
1. 10 1982. 5. 7 양연， 배밀도， 40트랙， 8섹터 

2.00 1983. 3. 8 양면， 배밀도， 40트랙， 9섹태 | 360K XT용 수지장 구조 

3.00 1984. 8.14 양연， 4배밀도， 80트랙， 15섹터 1. 2M AT용 

자료 : Peter Norton, Programmer’sGιide to the IBM PC, Bel1evue, W.A.: Mícrosoft Press, 1985. 

〈圖-2> 디스캘의 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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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12바이트 용량의 9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총 368640바이트의 용량을 갖는다. AT기종 

은 DOS 3.0을 이용하여， 80트랙 15섹터에 1. 2M의 용량을 갖는다. 이와 같은 新 버전 

(version) DOS는 舊 버 전과 호환성 을 가지 면서 이 와 동시 에 새 로운 기 능을 추가하게 되 었 

다. 즉 DOS 2.0은 하도 디스크의 출현에 따라서 무수한 화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樹技狀(tree structure)화일 관리체계가 도입되었으며， DOS 3.0은 여러개의 PC:가 네트 

원을 구성하여 화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새 디스켈은 먼저 DOS시스랩 디스켈의 FORMAT.COM 표로그램을 이용하여 兩面倍密

度 디 스켈은 40트랙 을 9개 의 512바이 트 크기 의 섹 터 로， 兩面 4倍密度 디 스켈은 80트랙 을 

15개의 512바이트 크거의 섹터로 구분하여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섹 

터가 정보의 기록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며， 일부는 각 섹터에 기록된 화일의 명칭， 크기 

및 기록된 섹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주소록(directory)의 작성에 이용된다. 따라서 PC/ 

XT용의 兩面 倍密度 디스켈은 총 720 섹터중 708섹터， AT용의 兩面 4倍密度 다스켈은 

2400섹터중 2371섹터에 정보를 직접 저장할 수 있다(Norton 1986). 

새 디스켈의 FORMAT절차는 다음과 같다. 

-하드 디스크가 없A면 A 드라이브에 DOS디스켈을 넣고 B 도라이부에 포멧팅하고자 

하는 디스켈을 넣고， 스크란상의 “A)_"위치에서 

FORMAT B:/S 

를 입력시키고，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A 드라이브에 새 디스켈을 넣고， “C)_"의 상태 

에서 

FORMAT A:/S 

를 업력시킨다. 

-이 과정이 끝나면 스크린에 디스켈의 메모리 용량 및 사용가능 용량이 제시되며， 포멧 

팅의 계속여부를 묻는다. 계속하고자할 경우에는 “y"를 업력하고， 새 디스켈을 넣고 

<RETURN)키 를 친다. 

-이 후 다음의 명 령 을 사용하여 DOS t:] 스켈을 복사한다. 

COpy A: *. *B: 

(2) 화일 (file)의 관리 

화일의 이름은 “d: filename. ext"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때 “d"는 화일이 기록된 디스 

켈이 삽입된 A, B, C 등의 드라이브를 말하며， 현재 투라이브(default)를 표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filename"은 1"'8자리의 문자 및 숫자로 표시하며， 첫 글자는 반드시 문 

자로 시 작한다. “ext"는 화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1"'3자의 문자 혹은 숫 

자로 구성되며， 프로그램화일은 사용언어를 BAS, FOR, PAS 풍으로， 자료화일은 DAT, 

DOC, TXT 동으로， 71계어로 되어 질행 7}등한 화엘은 COM 혹은 EXE로 표시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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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배치화일， 오브젝트(object)화일 및 시스템화일은 각각 BAT, OBJ, SYS로 표시 

된다. 

다스켈에 기록된 화일의 이륨， 메모리 용량， 작성일자 및 작성시간 등은 DIR (directory ) 

명령을 이용하여 스크련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많은 화일이 커록되어 스크린의 제시범위 

를 초과할 경 우에는 DIRjP 혹은 DIRjW명령을 이용할 수 있고， 화일중의 일부만 제시하 

고자 할 때에는 ? 혹은 *를 이용하여 해당 화일만 제시할 수 있다. 

기억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하드디스켈에는 수십~수천개의 화일이 기록될 수 있기 때 

문에 그 중의 하나의 화일을 찾는 것은 장시 간이 소요되 어 불펀하다. 따라서 관련성 이 있 

는 화일끼리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樹技狀(tree structure)으로 만드는 것이 펀려하다. 디 

스켈은 포멧팅하면 자동적으로 루트디렉토리 (root directorY)7} 만들어지며， 그 하부에 만 

들어지는 것은 서부디렉토리 (subdirectory)라 하고 각 서브디렉로리에는 다시 복수의 서브 

다렉로리를 만들 수 있다. 

〈圖-3)은 루트디 렉 토리 에 DOS, GIS, CAD의 3서 브디 렉 로리 가 있고， DOS서 브디 렉 토리 

에 는 COMMAND. COM 이 외 에 여 러 화일이 존채 하며 , GIS서 브다 렉 토리 에 는 PROGRAM 

과 DATA의 2 서브디렉로리가 있고， 그 아래에 화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루트디렉토리는 “C:\”로 표시하며， 하부의 각 화일은 서브디렉토리의 경로(path)를 포 

함하여 표시 한다. 따라서 PROGRAM서브디 렉 토리 에 있는 모든 화일의 목록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DIR\GIS\PROGRAM"의 명령을 이용하며， 그 중 BASIC으로 프로그램된 화일 

만 보고 싶을 경 우에 는 DIR\GIS\PROGRAM\*.BAS로 표시 한다. 

DOS(dir) 

files 

c: (root ldirectorF) 

GIS(dir) CAD(dir) 

PROGRAM(dir) 

EIMS.EXE 

DATA(dir) ACAD(dir) PCPAINT(dir) 

SEOUL PUSAN 
files files files files 

〈圖-3> 樹技狀 데 이 타 화일의 管理

4. BASIC 프로그램 밍 

(1) 프로그램 言語

컴퓨터의 中央處理裝置(CPU)는 이용자가 入力하는 常數 및 變數를 기록하고， 펄요한 값 

을 읽어서 계산 혹은 처리한 결과를 기록하거나 출력시키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자료처리 

의 구체적 과정을 CPU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명령이 프로그램 (program)이다. 

즉 프로그램은 새로운 자료값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제시하며， 특정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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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4> 主휠 DOS 命令語

명령어|구분| 사 용 예 기 
」-。

ASSIGN 외 I ASSIGN A=C B=C I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다스크 드라이브 A， B를 C로 변 
경하여 이용. 

BACKUP 외 BACKUPC:\*.*A:/S C킨드다라.이브의 요든 화일을 A드략이브에 백 앞(back up)시 

CD, CHDIR 내 CD\CAD\ACAD 현재 다 렉 토리 를 \CAD\ACAD로 변경 

CHKDSK 외 CHKDSJ( A: A드라브에 있는 화일의 숫자 및 기억용량의 정검 

CLS 내 CLS 스크련)을로 깨 1끗동이 지우고(clear screen) 커서를 좌상 코너 
(home 。

COPY |내 COPY\GIS\DATA\ *. \GIS\DATA에 있는 데 이 타 화일을 A드라이 브에 복사 
DAT A: 

DATE 내 DATE 현재시간을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 

DEL 내 DEL A:OLD.DAT A드라이 브에 있는 OLD.DAT화일의 삭제 

DIR 내 DIR\GIS\ *.FOR \GIS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FORTRAN프로그랭의 목록 
제시 

DISKCOPY | 외 | DISKC I~디스캘의 전 화일을 B디스켈에 복사 
ERASE 내 ERASE OLD. DAT 현삭제재 드라이브(default drive) 에 있는 OLD.DAT화일의 

FORMAT | 외 | FORMA I!드라이브에 있는 디스켈을 시스탬 디스켈으로 포멧팅 
GRAPHlCS 외 GRAPHlCS 먼저래 GRAPHlCS프로그램을 수행시킨 후 스크린에 만든 

그 팩을 프린터에 출력 

MD MKDIR | 내 | MD\GIS\DATA 서브다렉터리 GIS에 서브디렉터리 DATA의 설정 

MODE 외 MODE LPT # 1: 13Z, 8 프린터 l에 l줄당 132자씩， 1인치에 8줄씩 출력 

MODE C080 CGA카드를 바꾸어 매 줄 80자씩 칼라로 출력 

MODE COM :lH:1200, 
n , 8,1, P 

데 s 이to 띄pbi 전t형 송 식속 으도로를 1200baud, Parity 검 사않고， 8 databits, 
1 통신 

MODE LPT#1=COM11 LPT1변프경린터로 보내도록 펀 소프트혜어의 출력을 COM1 
으로 

PATH |내 |PATH잉IS\DATA 현재다렉 다토렉리토에리서에 필요한 화일이 없으면 \GIS\DATA 서 
브 찾을것 

PRINT | 외 PRINT\GIS\DATA\ 지정된 화일을 프린터에 출력 
NEW.DAT 

PROMPT 내 PROMPT $P$G DOS프폼프트에 항상 현재의 다렉호리명을 표시 

REN 내 REN NEW. BAS OLD. NEW.BAS블 OLD.BAS로 화엘의 이 름변 경 
RENAME BAS 

RESTORE 외 RESTORE A: C:/S A드라이 브에 백 엽 (back up)펀 모든 화일을 C드라이 브에 
복원 

RD, RMDIR I 내 I RD\GIS\DATA | 서리브디렉토리 화 GIS/DATA플 한 삭제. 이 명령은 서브디렉토 
에 있는 일을 천부 삭제 후에 사용 

SYS l 외 I SYS A: 
|C 현을O재M A외M 드드A라N라이D이브.C브에O에M 있은 복는사 C I하BOMP여YB명 시10령스.C으댐O로M 디과 복스사캘 I하B으M여로D야O 사S 한용.C다.O.M 단 

TIME 내 TIME 현재 날짜를 정겸하여 필요시 수정 

TREE 외 TREE A:/F A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다렉토리와 화일이름의 제시 

TYPE 내 TYPE\GIS\DATA\‘ 서브디렉토리에 기록펀 SEOUL.DAT화일을 스크련에 제 
SEOUL.DAT 시 

자료 : IBM, Disk Operatiηg System Version 3.30 Refereπc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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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다른 단계로 옮아가도록 하는 명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모든 

명령수행절차는 flow chart로 圖面化함으로써 사람 흑은 컴퓨터의 思考力이 불필요한 자동 

적 처리단계로 발전될 수 있다. 영국의 수학자 Turing은 계산과정을 판단의 여지가 없는 

구체적인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풀 수 있는 기계 즉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Monmonier 1982).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처리과정중에 일체의 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구성된 일 

련의 과엽수행명령을 알고리즘(algorithm)이라 한다. 알고리즘은 컴퓨터와 이용자간에 원 

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 (programming language)로 표현된다. 國語나 英語

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언어도 文法과 單語를 필요로 하며，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知能을 

갖지 못하므로 애매한 표현 흑은 誤打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운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 

다. 프로그램 개발중에 각종 에러를 발생시키는 원언을 찾아서 수정， 보완함으로써 의도된 

기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디버킹 (debugging)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코딩에 

소요되는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4(Coates 1982). 

프로그램언어는 低級言語(assembly language)와 高級言語(high-level language)로 구분된 

다. 저 급언어 는 해 당컴 퓨터의 CPU의 固有機能을 효과적 ￡로 활용하여 자료처 리 속도는 빠 

르지만 프로그램언어를 배우기가 어렵고， 다른 CPU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연 

에 고급언어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령어로 구성되고， 모든 CPU기종에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표로그램언어는 일반적으로 고급언어를 의미한다. 우 

리 나라의 대 형 컴 퓨터 를 이 용한 과학， 통계 업 무용 프로그램 언어 는 주로 FORTRAN(FOR

mular TRAN slation) 이 이 용되 고， 업 무용은 COBOL(COmmon Business-Oriented Language) 

을 이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대화식으로 논리적 에러의 방지에 우수한 PASCAL, 신속한 

프로그램 개발 및 移植性(transportability)이 좋은 C가 컴퓨터전문가들간에 인기가 상송되 

고 있고， 퍼스날 컴퓨터용은 BASIC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2) BASIC의 擺要

BASIC(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은 1960년대 미 국의 Dartmouth 

대학에서 학생들의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개발된 고급언어 (high-level language)이다. Mic

rosoft사는 1975년에 최 초의 퍼 스날 컴 퓨터 용 BASIC을 개 발하여 Apple 및 IBM PC기 종을 

포함하는 거의 대부분의 퍼스날 컴퓨터 기종의 기본 프로그램언어로 값싸게 대량 공급하었 

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퍼스날 컴퓨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移植性이 높다. BASIC은 해 석 어 (interpreter) 01 71 때 문에 칙 접 혹은 간접 모드로 이 용가능 
하며， 프로그램의 명령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고급언어와 다른 점이다. 

BASIC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기억용량 소요량이 작기 때문에 각종 퍼스 

날 컴퓨터 기종의 기본 프로그램언어로 채택되어 이용자 기반이 가장 넓다. 둘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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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펀집기능(program editor)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표로그랩 입 

력 및 수정과정이 불필요하여 표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다. 셋째， 각종 그래픽 및 소리발 

생 (sound) 기능을 갖는 명령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컴츄터 그래픽에 가장 적합하다 

(Moog 1986; Strickland 1983). ‘ 넷째， PEEK, POKE, OUT 동의 명령어로 컴퓨터 메모리 

의 내용을 직접 읽거나 변경시킴으로써 논리소자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Norton 

1996). 

BASIC은 프로그램의 각 명령문을 한줄씩 원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수행에 필요한 변 

수의 값을 읽은 후에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고급언어에 비해서 처리속도가늦오며， 64K 이 

상의 대형프로그램의/개발이 곤란하다. 이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컴파일러 

(compiler)는 BASIC 프로그램을 기계어 (machine language)로 변환시켜 직접 수행케 함으 

로써 프로그램 수행속도를 3배이상 증가시킨다(Park 1985; Microsoft 1983). 또 근래에 개 

발된 Microsoft社(1986)의 QuickBASIC과 Borland International의 TurboBASIC은 프로그 

램 펀집기능 및 기계어 변환기능 이외에도 Intel 8087 및 80287 수치계산보조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수행속도를 현저히↑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3) BASIC의 그래 픽 命令語

IBM PC 및 효換機種에 사용할 수 있는 BASIC의 主훨그래 픽 命令語는 〈表-5)와 같다 

(Microsoft 1986). 

명 령 어 

CIRCLE 
COLOR 
DRAW 
GET, PUT 
LINE 
ON PEN 
ON STRIG 
PAINT 
PALETTE 
PEN 
POINT 
PSET, PRESET 
SCREEN 명령 
SCREEN 기능 
STICK 
STRIG 
VIEW 
WINPOW 

〈表-5) BASIC의 그래 픽 命令뚫 

기 

원， 호， 타원형의 작도 

문자 혹은 도형 및 배경색의 선정 

특정물체의 윤곽선의 착도 

스크린의 특정범위내의 화상이동(animation) 

선분， 절션， 사각형의 작도 및 채색 

라이 트펜의 작동에 의 한 branching 명 령 어 
-조이스턱에 의한 branching 명령어 
스크린상의 일정도형을 채색 

펠러트의 색상변화(EGA카드 펄요) 

라이 트펜의 좌표와 작동상태의 보고 

스크린상 특정좌표의 색상을 보고 

특정점을 스크린에 작도하거나 삭제 

스크련의 해상력 및 색채이용여부의 결정 

L 

。

스크린상 특정위치의 문자의 ASCII 부호 혹은 색상의 보고 
조이스틱의 좌표보고 

조이스틱 작동상태의 보고 

스크련중의 착도영 역의 선정 

스크린 좌표의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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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타 화일의 利用

(1) 화일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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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file)은 플로피 디 스크， 하도 디 스크， 혹은 카세 트 테 이 표 등의 外部記憶裝置에 저 

장된 정보의 集合을 말하며 프로그램 화일 (program .files)과 레이 타 화일 (data .files)로 구분 

된다. 표로그램 화일은 디 스켈 에 저 장된 프로그램을 말하며， BASIC과 같이 프로그램 언어 

로 이용자가 만도는 것도 있고， DOS와 BASIC과 같이 컴퓨터 이용에 필요한 것도 있다. 

다량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외부기억장치에 기록된 데이타 화일을 이 

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都市의 行政統計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지명， 면적 및 

인구 동을 커록하며， 地形透視圖를 그리는 프로그램은 格子點의 標高를 기록한다. 이와 같 

은 화일은 그 構成方法에 따라 連續화일 (sequential file)과 任意接近화일 (random access file) 

로 구분되며， 이들은 자료화일의 작성 (creation) ， 자료화일의 입력， 화일로부터 자료의 원 

71 , 자료화일의 내 용변경 및 특정 자료항목의 檢索(search) 등의 기 능을 수행 한다. 

(2) 連續화일 (sequential .file) 

업력하는 자료를 순서대로 저장하고 기록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원을 수 있다. 화일의 

중간에 자료를 첨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기록해야 하며， 화일의 끝부분의 자 

료를 읽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전 화일을 원어야 한다. 연속화일에 자료를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PEN “ dataname" FOR OUTPUT AS # <file number) 

혹은 OPEN “0" , # <file number), “dataname" 

의 명령을 사용하여 화일을 만들고， 기존 화일의 끝에 자료를 추가시키고자할 경우에는 

OPEN “datanamé" FOR APPEND AS # <file number) 

흑은 OPEN “A" , # <file number), “dataname" 

의 명령문을 이용한다. 또한 기존화일에서 자료를 읽고자 할 정우에는 

OPEN “dataname" FOR INPUT AS # <fUe number) 

흑은 OPEN “1" , # <file number), “dataname" 

의 명령문을 사용한다. 작엽이 완료되어 모든 화일을 닫고 싶으띤 아래의 칫번째 예를 이 

용하며， 화일중의 일부를 닫으려면 해당화일의 번호플 지정한다. 

CLOSE 

CLOSE #1 

CLOSE #2, #3 

화일에 자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WRITE 명령에 해당화일 번호를 첨부한다. 아래의 예 

는 지도상에서 얽은 格子狀의 數f直地形情報를 명령문 60에서 입력시켜서 명령문 70에서 기 

록하여 연속화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만약 자료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기존화일을 10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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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문으로 열면 기록된 내용이 전부 지워지기 때운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PPEND" 

명령문을 이용해야 한다. 

100PEN “DTM. DAT" FOR OUTPUT AS :I:f 1 

20 INPUT “No. of rows"; NUMROW 

30 INPUT “No. of columns"; NUMCOL 

40 FOR I= 1 TO NUMROW 

50 FOR J = 1 TO NUMCOL 

60 INPUT “Elevation"; HGT 

70 WRITE :I:f 1, HGT 

80 NEXT J 

90 NEXT I 

100 CLOSE :l:f 1 

上記作業에 의하여 작성된 화일은 다음의 예를 이용하여 원을 수 있다. 이것은 數f直地形

情報를 읽어 2차원의 행렬로 만드는 것이다. 

10 DIM HGT(lOO, 100) 

20 NUMROW= lOO: NUMCOL=100 

300PEN “DTM. DAT" FOR INPUT AS :I:f 1 

40 FOR I=l TO NUMROW 

50 FOR J=l TO NUMCOL 

60 INPUT :I:f 1, HGT(I,1) 

70 NEXT J 

80 NEXT I 

90 CLOSE :l:f 1 

만약 자료화일에 기록된 자료의 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End of fìle" 에러로 인해서 프로 

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래의 例를 이용한다. 

10 DIM HGT(10000) 

200PEN “DTM. DAT" FOR INPUT AS :If 1 

30 COUNT=l 

40 INPUT :If 1, HGT(COUNT) 

50 IF EOF(l) THEN 60 ELSE COUNT=COUNT + 1 : GOTO 40 

60 CLOSE :l:f 1 

(3) 任意接近화얼 

連續화엘은 간편하게 만틀 수 있치만 향상 처음부터 얽어야 하치 혜문에， 긴 화엘은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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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檢索이 불펀하다. 任意、接近화일은 각 자료를 기록할수 있는 일정메요리용량(bytes)의 레 

코드(record)를 만들고， 그 내부에 기록되는 자료항목(data item)을 기록하는 펄도(field)의 

이름과 걸이를 지정한다. 任意、接近화일에 기록되는 자료는 모두 string 형태로 바꾸어야 하 

기 째문에 서울， 동두천 등의 지명은 그중 가장 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길이로 지정한다. 

면적과 인구 동은 整數(integer) ， single precision, 혹은 double precision 변수중 필요한 것 

으로 MKI$ , MKS$ , MKD$의 명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각각은 2, 4 및 8바이트씩 

의 메모리량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도시의 명칭， 면적 및 인구를 기록하는 화일은 3개의 필드로 구성 

되 며 , 변수를 single precision_으로 사용할 경 우 각 필 드는 10, 4, 4바이 트가 소요되 어 합계 

18바이 트의 레 코도 걸이 (record length)흘 갖게 된다. 이 때 모든 변수는 LSET 혹은 RSET 

명령을 이용하여 string..2..로 전환시킨 후 PUT 명령에 의해서 해당 레코드에 기록한다. 

100PEN “CITIES.DAT" AS ~1 LEN=18 

20 FIELD ~1， 10 AS CITY$ , 4 AS AREA$ , 4 AS POP$ 

30 NUM=l 

40INPUT “City"; N $ 

50INPUT “Area"; AREA 

60INPUT “Population"; POP 

70 LSET CITY $ =N $ 

80 LSET AREA $ =MKS $ (AREA) 

90 LSET POP $ =MKS $ (POP) 

100 PUT ~ 1, NUM 

110INPUT “Do you wish to continue(YjN)";REPLY$ 

120IF REPLY $ <) “N" THEN NUM=NUM + 1 : GOTO 40 

130 CLOSE ~1 

만약 자료검색결과 입력에러가 발생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력과 동일한 요 

령으로 기록하여 해당레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기존 任意接近화일에 자료를 추가시키고자 

할 경 우에 는 LOF( <filenumber)) j <record length>애 의 해 서 기 록된 레 코드의 숫자를 파악한 

후 그 뒤에 새 레코드를 추가한다. 

임의접근화일을 읽을 경우에는 기록할 때와 동일한 OPEN 및 FIELD 명령문을 사용하여 

GET 명 령 문을 이 용하여 읽 고， 整數(integer) ， single precision 혹은 double precision으로 

기록된 數{直變數는 각각 CVI, CVS, CVD의 명령으로 원상으로 변환시켜 출력시키거나 계 

산에 이용한다. 

100PEN “CITIES.DAT" AS ~1 LE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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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IELD #1, 10 AS CITY$ , 4 AS AREA$ , 4 AS POP$ 

30INPUT “Which record"; NUM 

40 GET # 1, NUM 

50 AREA=CVS(AREA $ ) 

60 POP=CVS(POP $ ) 

70 PRINT CITY $, AREA, POP 

80INPUT “Wish to read more records(Y jN)'’ ;REPLY$ 

90 IF REPL Y $ < > “ N" THEN 30 

100 CLOSE #1 

79 

이때 지명， 면적 및 인구 등의 變數는 항상 가장 최근의 값으로 代替되기 때문에 이후의 

표로그램 에서 이용하고자할 경 우에 는 각각을 DIMoJ 령 으로 行列을 만들어 자료값을 유지 시 

켜야한다. 

6. 地理情報體系(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 地理情報體系의 擺흉흉 

情報體系는 個A 혹은 團體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모든 資源의 集合을 

말하며， 데이타 베이스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運營體系인 데이다 베이스 管理體系(Data

Base Management System)로 구성 된다. 데 이 타 베 이 스는 情報體系의 이 용자에 게 관심 이 

있거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집된 모든 자료블 의미하며 플로피 디스켓 흑은 하드디스크 

등에 저 장하여 보관한다‘ 

母集團을 구성하는 각 個體의 특성을 屬性(attrihute)이라 한다. 예를 들면 士地훌帳에는 

地審， 소유자， 필지의 면적 및 토지등급 등의 屬性이 기록된다. 모든 個體의 각 屬性운 데 

이타 베이스에서 하나이 휠드(field)로 기록된다. 이때 각 휠드의 이름은 屬性의 이름으로 

표현하며， 예를 들어 地審 및 面積 휠드에는 신림동 56-1‘및 1 ， 500m2의 값이 기록된다. 작 

個體의 모든 휠드 값이 하나의 레코드(record)가 되며， 母集團의 모든 레코드는 하나의 화 

일이 된다(Birch 1983). 

地理情報體系(GIS)는 넓은 지역의 컬間情報를 효과적으로 저장， 검색， 조작， 분석 및 출 

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컴퓨타 데이타 베이스 및 그 運營體系를 말한다. 여기서 호間情報 

란 座標를 갖는 호間的 實體의 屬性을 의 미 하며 , 社會經濟的 指標와 環境因子로 구분될 수 

있다. 前者는 A口， 經濟， 土地利用， 交通， 都市供給雄設 및 文化的 因子를 포항하며， 後

者는 地形， 地勢， 生物， 氣候 및 環境質 등의 因子를 포함한다. 

地理情報體系의 運營體系는 데이타 베이스에서 用途 및 分析目的에 적함한 資料훨素(data 

element)를 선정하여 다양한 前提(what-if condition)을 충족시킬 수 있는 代案을 수립하거 

나 開發行寫에 의한 환경앵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立地選定， 士樓流失量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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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域管理 및 土地利用適合性 分析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土地利用現況， 交通，

地形， 水文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의 火力發電所의 立地를 선정할 수 있다(Smith and 

Robinson 1983). 

2) 地理情報體系의 데 이 타構造 

地理情報體系는 格子狀(raster， grid) 혹은 多角形式(polygon， vector) 데 이 타구조로 구분 

된다. 格子狀 데이타는 TV화면에 映像을 출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圖形을 구성하는 

격자단위 즉 畵素(pixel)의 자료값을 연속적으로 업력， 보관 및 출력시킨다. 이에 비해서 

圖形을 구성하는 線分의 꼭지점의 좌표를 입력시키고， 각 좌표를 연결시켜 圖形을 출력시 

키는 방식을 多角形式이라 한다. 

格子狀 데이타는 原圖에 격자를 중첩시켜 그린 후에 해당 격자의 자료값을 원어서 키보 

도를 이용해서 입력시키거나 스캐너 (scanner)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입력시킬 수 있다. 多

角形式 데이타는 뎌지타이저 (digi tizer)를 이용해서 좌표를 읽을 수 있A며， 컴퓨터 프로그 

램에 의해서 格子狀 데이타로 변환시킬 수 있다(Pequet 1981; Pountain 1987). 

데이타구조의 선택은 GIS의 開發目標 및 可用財源、에 의해서 확우된다. 多角形式 데이타 

는 일반적으로 格子狀 데이타보다 높은 精度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地形圖， 地籍圖 및 道

路 • 上不水道 • 電力線 동의 施設物管理用 地圖의 제 작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 나 이 方式은 

디지타이저， 플훗터 및 高解像度 칼라 CRT 모니터 등의 高價의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며， 

도면중청 에 의 한 適合性分析을 위 해서 는 高性能의 GIS흘 필요로 한다. 

格子狀 데이타 구조를 이용하는 CPU는 高價 CPU의 및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 

문에 授좁鍵算의 재약이 큰 대학의 실습용 흑은 지방자치단체의 土地利用計畵u樹立 등에 용 

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메모리칭의 대용량화 및 가격하락 추세에 따라서 

용이하게 解像力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 Landsat 등의 寶源探훌衛星에 의한 다량의 格子

狀데이타 수집에 따라서 이 데이타 구조의 장점이 부완되고 있다(韓國科學技術院 1986). 

3) 地理情報體系의 §앓達 

j也理情報體系의 1살달은 1963년 Howard Fisher에 의 한 SYMAP(SYnagraphic MAPping) 

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건축학과에서 도시계획을 강의하던 Fisher (l982)는 意思決定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청間情報의 효율적인 조직 및 분석이 필요함을 느낀 

데 서 SYMAP을 개 발하였다. Fisher는 이 후에 도 Harvard大學의 컴 퓨터 그래 픽 및 호間分 

析寶驗室(the Laboratory of Computer Graphics and Spatial Analysis)에서 SYMAP을 개 

량하고， IMGRID와 ODYSSEY 풍의 새 로운 GIS를 개 발하여 環覆計劃j 및 設計에 컴 퓨터 이 

용가능성을 넓혔다. 

SYMAP은 대형컴퓨터흘 이용한 배치 (batch) 작업으로 수행되고， 多角形式 데이타를 업 

력하여 格子狀으로 변환시켜 출랙한다(Monmonier 1982). ESRI(Environment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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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의 Dangermond (1978)는 SYMAP을 격 자상 데 이 타로 변환시 켜 도연중 

첩 기 능을 강화시 킨 GRID를 1969년에 개 발하였으며 , 다시 Harvard大學의 Sinton(1977)은 

土地利用適合性分析機能을 강화시 킨 IMGRID를 개 발하였고， Tomlin(1979)은 이 를 더 욱 개 

량시 켜 對話式(interactive processing)으로 작업 하고， 다각형 식 으로 출력 시 킬 수도 있는 

MAP(Map Analysis Package)를 개 발하였 다. IMGRID를 이 용한 適合性分析의 例는 Stenitz 

(1976) 및 김진기 (1985)에서 볼 수 있으며， MAP의 이용은 Tomlin(1983)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퍼스날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서 이를 이용한 GIS가 출현하고 있다. 초기에는 

Apple II機種을 이용한 APGRID(Ki11pack 1982)와 Gridapple(ESRI, n.d.)가 개 발되 었다. 

그러 나 이 들은 처 리 가능한 데 이 다 베 이 스의 용량부족으로 實用性이 없기 째 문에 Park(1985) 

은 데이타 베이스의 용량을 증대시켜 교육용 및 실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EIMS(Enviro

nmen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였다. 현재 EIMS는 IBM PC機種에 

移植되 어 토지 이 용적 합성 판정 (박종무 1986; 조본준 1988) 및 환경 오염 의 피 해 분석 (박종화 

1987)에 이용된 바 있다. 이외에도 TYDAC(1987)의 SPANS(SPatial ANalysis System)은 

Landsat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종래 의 GIS는 주로 連續화일로 데 이 타를 보관하기 때 문에 位相學的 關係(topological rela

tionship)의 검색 기 능이 미 미 하다. 즉 格子狀 데 이 타는 최 단거 리 에 의 한 호間的 檢索(search)

이 가능하고， 多角式 데이다는 과도한 작업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地理

情報의 位相學的 關係의 分析을 위 해서 최 초로 개 발된 데 이 다 구조가 DIME(Duallndepen

dent Map Encoding)이 다(Monmonier 1982). Dutton(1977)이 개 발한 ODYSSEY는 多角形

式 데 이 다를 효율적 으로 호間的 檢索을 할 수 있도록 하었으며 , ESRI의 PIOS(Polygon 

Information Overlay System)은 多角形式 데이타를 중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게 되 

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GIS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ESRI의 ARC/INFO와 Integraph 

(1986)의 TIGRIS(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and Resource Information System) 

은 位相學的 關係의 分析， 多角形 중첩기능 및 3-D 출력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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