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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개념 및 실습 과제

1) Differential Engine과 Analytical Engine

1-1) 미분기(Differential Engine)

1786년 독일인인 뮬러가 미분기라고 불리는 계

산기를 발명했다. 뮬러 자신이 이 기계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고, 이와 유사한 기계들이 30년 

동안에 걸쳐 찰스 배비지에 의해 설계되었다. 

배비지는 초대형 미분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했는

데, 이 기계는 숫자를 20자리까지 정확하게 표

현할 수 있으며 인쇄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

이다. 배비지는 미분기가 로그와 같은 수학적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

다. 그러나 20년 동안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경

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계산기를 만드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그의 아들인 헨리 배비지가 그의 아버

지의 설계도에 의한 미분기를 만든다. 현재 그 초기의 작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1-2)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

배비지는 해석기관을 그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사재를 들여 고안하였다. 이 기계는 미분기와 

같이 결국 만들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현대에 들

어 와서 배비지의 생각은 커다란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왜냐하면 이 해석기관은 현대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분들, 

즉 제어부분, 산술연산부분,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비지는 

자신이 만든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천공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는 

기계의 산술연산부분과 산술연산의 형태, 또는 

기억장치로부터 자료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제



Tabulating Machine

천공카드의 예

천공카드의 예

어카드들을 사용하곤 했다. 설계된 대로라면 기억장치는 약 5만개의 자리수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산술연산장치는 덧셈이나 뺄셈을 1초 동안에 수행할 수 있어 약 1분

에 걸쳐 50자리의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였다. 배비지의 

해석기관에 대한 착상은 기발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공학적 기술이 이를 뒷받침해 

주질 못했다. 

2) Tabulating Machine

Tabulating 기계는 Herman Hollerith

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그것은 1890년 

미국 인구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쓰였

다. 이 기계는 광대한 병참술 문제에 

다루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Hollerith는 

소규모의 저장소로서 달러 계산서와 동

일 규모의 구멍을 뚫은 표의 일련번호

를 사용했다. 구멍은 기계의 디텍터에

서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각 구멍의 의

미를 신속하게 파악, 통계처리 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한 1890년 인구 조사

는 18개월 안에 완료되었다. 이는 예상

보다 4배정도 빠른 결과였다. 이후 이 기계는 여러 통계 자료에 이용되었고, 

Hollerith는 IBM의 시초가 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