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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학기는 기말고사 대신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 2-3명 팀이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합니다.

• 팀은 수업중에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 프로젝트 주제는 컴퓨터와 관련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순):

– “의미있는” 게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게

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협동으로 어떤 한 문제를(통일앞당기기, 통일준비, 동영상번

역, 학교폭력예방 등등) 해결하는 셈이 되는, 그런 컴퓨터게임 시나리오를 스케치해보

자.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쉬운 지능이 필요

하다.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컴퓨터게임으로 만들자. 게임을 하는것이 그 문

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하자. 주변에서 맞닥뜨린 세상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컴퓨터게임을 통해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 문제를 푸는 데 참

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보자.

– “드라마” 시나리오. 교과서나 참고문헌의 한 꼭지나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픽션 영화

나 드라마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스케치하자.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중종실록의 이 한 줄에서부터 드라마 “대장금”의 시

나리오가탄생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교과서에있는이야기들이촉매가되어

흥미진진한 픽션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교과서에는 몇 가지의 뉘앙스

가1 심겨있습니다. 그것들이 주제가될 수 도 있겠지요. 아무튼 이러면서 컴퓨

터과학의 자료와 그 이외의 자료를 섭렵하게되는 경험을 하게될 겁니다.

– “시” 탐색여행. 교과서에서 설명한 개념 혹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의 함축

적인 용어로 통찰력있게 표현한 시 구절을 찾자. 최소 20 구절 이상.

교과서에종종끼어있는시구절들. 손에잡히지않는컴퓨터과학의개념을쉽게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않던가요? 시인들은 섬세한 개념이나 느낌을 아주 쉬운

일상의 단어들로 밀도있게 표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컴퓨터과학에서 소개한

여러개념이나사실들을여러분이잘이해하게되면그와매치되는시구절을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컴퓨터과학의 개념도 더 확

실히 이해하게 되고, 그 개념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도 얻게되는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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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풀기” 확인. NP -완전 문제의 능력을 확인해보자. 어떤 NP문제를 하나 고른다.

알려져있는 NP -완전문제로이문제를어떻게건너풀수(대신풀수)있는지정리해서리

포트로 제출하자.

모든 구석구석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팀에게 추천하는 토픽입니다. 토픽이

건조하지요? 하지만 이 토픽을 해보면 컴퓨터전공을 직접 경험해 보는 짜릿함

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요.

– “그리고-또는-아닌” 안경. 주변의 자연현상중에서 부울 논리의 그리고-또는-아닌의 역

할로해석할수있는것을발굴하거나발명해보자. 우리가익히알고있는전기스위치/수

도꼭지/빛과거울/막대기와스프링은 제외하자.

그리고-또는-아닌 이 세가지 부품만으로 컴퓨터를 만들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구상에있는자연현상이나인공현상중에서그리고-또는-아닌역할을하는게

많이있을것입니다. 컴과세학생들의눈에는주변의모든게그리고-또는-아닌으

로 보이지않나요? 돼지의 눈에는 모든게...

† 이외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발휘한 흥미로운 토픽들로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