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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4차 산업 명을 통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

없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지식과 기술이 도태되고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차 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는 지식과 기술을 합한 문제에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차세  기술로 평가받는 인공지능, 로 , 자율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과 연 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방법과 하게 연 돼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표 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운 체제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일 

리 로그램에 한 문제 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해 컴퓨  사고력을 활용해서 문제에 한 조사 단

계, 분석 단계, 그리고 자동화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는 바야흐로 4차 산업 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는 제 3차 산업 명과 속

도, 범 , 향력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4차 명으로 

인한 획기 인 기술의 진보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의 진보와 이러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기술 간

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한 넓은 범 의 산업 

분야의 인 개편과 기술 신으로 인한 생산, 

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반 인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상되고 있다. 4차 산업 명의 표 인 기

술로는 인공지능, 로 , 사물인터넷 등이 있으며 이러

한 기술들은 GPU, 낸드 래시메모리, 분산 컴퓨 의 

발달 등을 통한 컴퓨  능력의 향상에 힘입어 IT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되고 있다[1].

이처럼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

없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기존의 지식과 기술은 도태된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SW 심 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2015-0-00936)

다. 한 새로운 기술의 도래와 이  기술의 도태가 

반복되는 주기는 차 으로 빨라지고 있으며[2] 이에 

따라 새롭게 쏟아지는 지식과 기술을 합한 문제에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요성이 커지고 있

다. 특히  기술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방법과 하게 연 돼있

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모델링을 

통해 구조화하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통해 최 해 혹

은 근사 값을 도출하는 능력은 매우 요하다.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단순히 이론 주의 지식을 암기하는 기존의 교

육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해야한다. 컴퓨  사고력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에 한 추상화 단계, 자동화 단계를 거쳐서 문제

를 해결한다.[3]

본 연구에서는 운 체제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일 리 로그램에 한 문제 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해 컴퓨  사고력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 과

정을 활용하여 문제에 한 조사 단계, 분석 단계, 자

동화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각 단계별 세부 

과정으로는 조사를 한 조군과의 기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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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ID 기능정의 비고

검색

기능

확장자 

기반 

검색기능

1

특정 폴더에서 일정 

일 확장자명을 

포함하는 일들의 

치를 검색한다.

확장자명: 

jpg,bmp,png,mp3,fla

c,hwp,ppt,pdf,avi,mp

4,wmv

일명 

기반 

검색기능

2

특정 폴더에서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일들의 치를 

검색한다.

최 문자열길이: 

해당 일 시스템 

내 일 이름 제한 

길이

날짜 

기반 

검색기능

3

특정 폴더에서 입력된 

기간에 생성 는 수정 

는 근 날짜가 

포함되는 일들의 

치를 검색한다.

기간 형식: 

시작일시~종료일시(

일시: 

YYYY/MM/DD/hh/

mm/ss)

크기 

기반  

검색기능

4

특정 폴더에서 입력된 

범 의 크기를 갖는 

일들의 치를 

검색한다.

크기 범  형식: 

최소크기~최 크기

(단 : Byte)

사용횟수 

기반 

검색기능

5

특정 폴더에서 입력된 

사용횟수 범 에 

해당되는 일들의 

경로를 검색한다.

사용빈도 범  형식:

최소횟수~최 횟수

(단 : 자연수)

<표 1> 일 리 로그램 기능정의

을 한 모델링, 기능 명세  인터페이스를 설계, 최

종 으로 자동화를 한 기능 명세  인터페이스 기

반의 새로운 일 리 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컴퓨  사고력을 활용하여 일 

리 로그램 개발에서 문제 추상화를 해 ER 모

델링을 용함으로써 실제 로그래  문제에서 추

상화를 한 모델링 방법을 제시한다.

� 문제의 일반화를 해 일 리 로그램에서 요

구되는 기본 기능 명세  해당 기능들에 한 

Command Line Interface(CLI) 설계뿐만 아니라 기

존 일 리 로그램에 한 기능 분석을 통해 

추가 인 문제 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그에 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 기능 명세  인터페이스를 토 로 개방형 운 체

제인 리 스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라이 러리

들을 활용하여 이썬 언어 기반의 일 리 로

그램을 구 한다.

컴퓨  사고력은 문제 해결을 돕는 컴퓨터나 다른 

컴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고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핵심요소로는 추상화와 자동화 

능력이 있다. 추상화는 상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해

결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선정해서 문제 해결 모델을 구

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화는 이러한 모델을 컴퓨

 시스템으로 구 하여 문제 해결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4]

보다 자세한 컴퓨  사고력의 핵심 개념은 자료 수

집, 자료 분석, 자료 표 ,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과 차화, 자동화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핵심 개념들을 3가지의 문제 해결 차로 나타낸다. 

우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 은 문제 분석

을 한 조사와 연 되므로 조사 단계로 분류한다. 그

리고 문제 분해  추상화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모델링하고 표 하는 것과 연 되므로 분석 단

계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과 차화, 자동화

는 세부 으로 모델링된 문제를 컴퓨  도구를 활용하

여 실질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 되므로 자동

화 단계로 분류한다.

3.1. 문제 조사 단계

용량 장장치, 스토리지 클라우드, 무선인터넷의 

발달은 사용자로 하여  량의 일들에 한 업로드 

 다운로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일들을 효율 으

로 리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일들을 검색

하고 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리 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나 운 체제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일 리 로그램은 일 이름, 하나의 메타데이터

를 활용한 검색기능은 갖고 있으나 일이 갖고 있는 

다수의 메타데이터로부터 생되는 복합 인 문제에 

한 검색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한 일 검색 시 

하나의 메타데이터 도메인에서 생되는 값의 범 에 

따른 상세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일 집합에 해 일 인 일 이름의 수정  일 

치 이동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니터[5], 토탈 커맨

더[6]에서는 다양한 메타데이터에 해 각각의 도메인

에 한 범주화  복합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능

을 통해 기존 일 리 로그램에 비해 더 높은 편

의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제니터의 경우 날짜 범

에 따른 분류기능, 사용빈도에 따른 분류기능을 제

공하지 않는다. 토탈 커맨더에서는 검색된 일들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5,6]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 리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해 잘못된 로그램 

사용에 한 복구를 해 복원기능과 지속 인 규칙 

용을 통한 자동화된 일 리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

한다.

3.2. 문제 분석 단계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제시된 문제들에 한 기능 

명세  Entity-Relationship(ER) 모델링을 통해 문제

를 표 한다. 기능 명세는 기능들에 한 정의와 각각

의 기능과 연 된 속성들을 나타내고, ER모델링은 

일 리 로그램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들의 속성, 속

성 값  속성 간에 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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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기능

일 

이동 

기능

1

일이 이동될 

경로를 입력받아 

검색된 일집합을 해당 

치로 이동시킨다.

해당 기능 사용시 

{ 일 이동 로그 ID, 

이동 /후 

경로, 일명 

집합, 규칙 

지속일}을 로그 

일로 장한다.

일 

이름 

수정 

기능

2

검색된 일집합들의 

수정 일명을 입력받아 

이름들을 수정한다.

해당 기능 사용시 

{ 일 이름 수정 

로그 ID, 수정된 

일의 경로, 

수정 /후 

일명집합}을 로그 

일로 장한다.

작업 

복구 

기능

3

일 이동 기능  일 

이름 수정 기능 수행 

내역을 출력하고 수행 

내역의 고유번호를 

입력받아 특정 작업 

내역을 복원한다.

일 이동의 경우 

이동된 일들을 

기존 치로 

복원시키고, 일 

이름 수정의 경우 

기존 일명으로 

복원시킨다.

일 

이동 

규칙 

지속 

기능

4

일 이동 기능의 특정 

수행 내역을 입력된 

기간까지 지속시킨다. 

기간 형식은 날짜 

기반 검색기능과 

동일

단 해당 기능은 

입력폴더의 

메타데이터에 

수정이 발생할 경우 

재 수행된다.

기능명 입력 라미터 정의 출력

<표 2> 일 리 로그램 입출력 정의  
인터페이스

로그램

기설정

입력폴더

경로,

주기능개

수, 

보조기능

개수,

주기능ID 

집합,

보조기능I

D 집합

입력폴더 경로: 입력폴더의 

경로

주기능개수: 사용할 주기능의 개

수

보조기능개수: 사용할 보조기능의 

개수

주기능ID: 사용할 주기능의 ID 집

합

보조기능ID: 사용할 보조기능의 

ID 집합(띄어쓰기로 각 ID를 식별

한다.)

검색된 

일들의 

경로 

집합

확장자 

기반 

검색기능

확장자명 

개수,

확장자명 

집합

확장자명 개수: 검색에 사용할 확

장자명의 개수

확장자명 집합: 검색에 사용할 모

든 확장자명(띄어쓰기로 각 확장

자명을 식별한다.)

일명

기반 

검색기능

일명
일명: 226자 이내의 알 벳으로 

구성된 문자열

날짜 기반 

검색기능

분류시작 

날짜,

분류종료 

날짜,

생성|수정

분류시작 날짜: 일들이 분류될 

시작시

분류종료 날짜: 일들이 분류될 

종료시

생성|수정: 생성날짜 혹은 수정날

짜 선택

크기 기반 

검색기능

분류시작 

크기,

분류종료 

크기

분류시작 크기: 분류될 일들의 

최소 크기

분류종료 크기: 분류될 일들의 

최  크기

사용횟수 

기반 

검색기능

최소 사용 

횟수

최  사용 

횟수

최소 사용 횟수: 분류될 일들이 

최소로 사용된 횟수

최  사용 횟수: 분류될 일들이 

최 로 사용된 횟수

일 이동 

기능

이동폴더

경로

이동폴더 경로: 일들이 이동

될 폴더의 경로

일 이동 

로그

일 이름 

수정 기능

수정 

일명 

집합

수정 일명 집합: 검색된 일명

들의 이후 일명들(띄어쓰기로 

일명을 식별한다.)

일 이름 

수정로그 

작업 복구 

기능

수행내역 

ID 집합

수행내역 고유번호 집합: 일 이

동 로그  일 이름 수정 로그 

ID 집합(띄어쓰기로 ID를 식별한

다.)

복원된 

일들의 

수정  후 

일명  

경로
일 이동 

규칙 지속 

기능

지속종료 

날짜

지속종료날짜: 해당 일 이동 

규칙 종료일

일 이름 

수정로그

<표 1>과 같이 일 리 로그램(FMS)는 두 가

지 유형의 기능을 지원한다. 첫 번째로 일들의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복합 인 요구조건에 맞

는 일 집합을 검색을 지원하게 만드는 주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검색된 일 집합에 한 일 이름, 

일 치 수정을 지원하는 부가기능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한 부가기능, 2가지 유형의 부가기능을 지원

한다.

복합 인 조건들에 해당되는 자료에 한 검색과 

일들에 한 메타데이터 수정과 일 치 이동 기능

모델링을 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Entity-Relationship Diagram(ERD)[7]을 통해 <표 1>

에서 정의된 FMS의 검색 기능  수정 기능들을 개

체, 개체의 속성, 개체간 계로 표 한다.

3.3. 문제 자동화 단계

문제 자동화 단계에서는 컴퓨  도구에서 구 을 

해 개방형 운 체제인 리 스에서 이썬 언어를 기반

으로 리 스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GNU 코어 라

이 러리를 활용하여 로그램을 구 했다. 개발 환경

은 리 스 우분투 14.04이고, 개발 언어의 버 은 이

썬 2.7이다.

  이때 리 스에서 기존의 로그램에 한 실행방식

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된 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

도록 커맨드라인을 통해 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인터

페이스인 Command Line Interface(CLI)를 기반으로 

이썬 쉘에서 동작하도록 로그램을 구 했다. 기능

들에 한 인터페이스  입출력 정의는 <표 2>와 같

다.

개발된 로그램은 기설정을 통해 검색할 폴더의 

경로, 사용할 주기능  보조기능의 개수, 사용할 

주기능  보조기능의 ID를 입력받는다. 이후 각각의 

기능에 요구되는 입력 정의에 따라 정보를 입력받아서 

해당 기능을 수행한 후 출력 정의에 따라 정보를 출력

하고 로그 일을 출력하는 기능들의 경우 해당 로그를 

텍스트 일로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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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 리 로그램 ERD

[그림 2 ] 일명 검색기능 사용 시

<표 2>를 기반으로 일명 검색기능을 통해 사용자

로부터 입력된 폴더에서부터 하 폴더까지 원하는 

일명이 포함된 일들을 찾는 시는 [그림 2]와 같다.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부분 컴퓨  도

구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들이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익 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추상

화  자동화를 통해 컴퓨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컴퓨  사고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 리 로그램의 문제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을 증진시키기 한 새로운 일 리 로그램을 설

계  구 했다. 추후에는 개발된 CLI 기반 인터페이

스 신에 Graphic User Interface(GUI)를 용하여 

로그램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연구를 

할 정이며 리 스 이외의 다른 운 체제에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 리 로그램을 구 할 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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