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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데이터다루기

1. 폰노이만구조

2. 스프레드시트프로그램(스킵)

3. 문장처리

4. 패턴

➢ 조별과제

➢ 다음주강의시간발표

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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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폰 노이만 원리를 이해한다.

➢ 이차원 데이터 배치와 표 모양 정보 검색의 개념을 이해한다.

➢ 이산 함수와 표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문장 처리에 계산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한다.

➢ 계산식이 패턴을 정의하고 처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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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폰노이만구조

❖ 프로그램 고정형 구조

• 컴퓨터의 명령어들이 하드웨어로 구현됨

• 예) 탁상용 계산기

❖ 프로그램 내장형 구조

•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불림

• 컴퓨터를 처리유닛, 제어유닛, 외부/내부 메모리로 구성함

• 컴퓨터는 컴퓨터 명령어와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룸

• 데이터는 프로그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명령어를

결과값으로 만들 수 있음.

•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듦

∙ 자기 수정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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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문장처리 (문자열기초)

❖ 문자열 이란?

•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문자들 및 기타 기호들로 구성된 데이터

❖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 자료를 지원함

•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 처리 연산을 지원하고 있음.

❖ 문자열 상수

• “” 로 둘러싸인 데이터

• 예) “Hello World► ► ►”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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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문장처리 (문자열연산)

❖ 문자열 합치기

• + 연산을 사용

❖ 문자열 길이 구하기

• length 함수 사용

❖ 문자열 인덱스 구하기

• 문자열[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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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문장처리 (문자열연산)

❖ 부분 문자열 구하기

• 문자열.subString[index1, 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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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문장처리 (이메일주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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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문장처리 (날짜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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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day, month, year

미국식: month, day, year



8.4 패턴 (문장패턴)

❖ 어떤 문자열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문자열을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

❖ 정규식으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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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패턴 (정규식표현)

❖ 정규식은 문자열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

• 정규식을 작성함에 의해 문자열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 정규식을 통해 수 많은 문서에서 특정한 특성을 가지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다.

∙ 학생 출석부에서 특정한 성을 가지는 학생들의 숫자를 찾기

∙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를 가지는 문서들 찾기

∙ 자료 입력 창을 만들 때 요구되는 형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력을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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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패턴 (정규식표현)

❖ 패턴의 기본 규칙

❖ 주민등록번호 문자열을 나타내는 정규식을 작성해 보자

• 980901-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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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식은 문자열의 패턴을 표현하는 방법



8.4 패턴 (반복규칙)

❖ 패턴 내에서 반복이 허용되는 횟수를 지정

❖ 반복 규칙을 사용한 미국 사회보장번호 패턴

(0|1|2|3|4|5|6|7|8|9){3}- (0|1|2|3|4|5|6|7|8|9){2}- (0|1|2|3|4|5|6|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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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패턴 (문자클래스규칙)

❖ 문자들을 나타내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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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패턴 (사례연구)

❖ MPAA 영화 등급

• 문법 교대 (|) 사용

• G|PG|PG-13|R|NC-17

❖ 미국 사회보장번호

• 세 개의 숫자 대쉬(-) 두 개의 숫자 대쉬(-) 네 개의 숫자로 구성

• 숫자는 10개로 문법교대를 통해 표현됨

(0|!|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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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패턴 (사례연구 : DNA 염기서열)

❖ DNA 염기서열

• 염기서열은 A,C,G,T로 구성되는 긴 길이의 문자열

• 작은 부분의 유전자 코드(예를 들면 CATT)를 찾기 위해

DNA 염기서열 분석

• AC로 시작 AG로 끝나고 GAA를 중간에 담고 있는 염기서열의 패턴

∙ AC.*GA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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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패턴 (사례연구 : 웹검색)

❖ 웹에서 원하는 문장이 있는 문서들을 패턴을 사용하여 검색

❖ 대문자만으로 구성된 단어를 찾는 패턴

• 잘못된 패턴: [A-Z]+

• 정확한 패턴: \W([A-Z]+\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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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데이터다루기조별과제

➢ 발표방식: ppt 자료 활용 2개 조 각각 10분 발표 (질의응답 포함)

➢ 문제 1
o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영상에 대한 처리는 많은 계산 작업을 필요로 하고

보조 하드웨어를 통해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처리 시스템은
프로그램-고정형 구조를 통해 만들어 진다. 이 구조는 많은 계산 작업에는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문장 처리나 메시지 교환같은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고정형 구조에 대해 책에
나와있는 예시를 제외하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예를 조사하고
설명해보자. 또한 고정형 구조의 반대인 내장형 구조에 대한 예도
조사하여라.

➢ 문제 2
o 패턴은 문장 자료들을 처리하는 매우 쓸모 있는 기법이다. 패턴에 의해 정의

된 집단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웹
검색 등 실생활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책 8.4에 나와있는 예시
를 제외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패턴응용 예와 추후 패턴방식이 다른
응용처에 활용될 수 있는 예에 대해 조사하고 생각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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