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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연습의 타자수 및 정확도를 적어보세요.

▼ 오늘 타이핑한 타수와 정확도를 적어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세요.

오늘의 타자오늘의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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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10+인터넷으로 컴퓨터 친구되기의 다양한 기능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문 따라하기

컴퓨터 친구되기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예제파일을 이용하여 윈도우 10+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구성

완성작품 미리보기, 컴친 스토리, 재미있는 픽셀아트

각 차시별로 학습할 내용과 완성된 결과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해당 

차시와 관련된 컴퓨터와 절친되기를 확인하고 질문에 답을 적어 컴퓨터의 

기본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컴친구 마무리하기

본문 학습이 끝나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유형의 문제가 제공되며, 생활에 필요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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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컴퓨터 내부 관찰하기 3일차 앱 관리하기2일차 윈도우 관찰하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일 이동과 파일보기

[그림판 3D] 앱으로 3D 니모 만들기

출발 윈도우 10

[그림판 3D] 앱으로 
3D 스폰지 밥 얼굴 만들기

앱 타일의 위치 변경과 작업 표시줄

그림판으로 만화 작가되기

날씨 앱으로 날씨정보 확인하기

4일차 바탕화면 관찰하기 6일차 파일탐색기 관찰하기-25일차 파일탐색기 관찰하기-1

10일차 그림판 관찰하기-2 12일차 윈도우 앱 관찰하기-111일차 그림판 관찰하기-3

7일차 파일탐색기 관찰하기-3 9일차 그림판 관찰하기-1 8일차 컴친 중간 점검하기

CONT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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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034 042

바탕화면에 배경 설정하기 파일 탐색기 실행 및 화면구성
새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 복사 및 이동하기

066 074 082

종합 평가

058 060

컴친 
일지

▲ 원본 파일 ▲ 이동된 파일

▲ 큰 아이콘으로 파일 미리보기

▲ 이동 후 원본 파일 삭제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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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 윈도우 앱 관찰하기-2 15일차 게임 앱 관찰하기 14일차 알씨 앱 관찰하기 

알람 및 시계와 지도 앱

[크롬] 웹브라우저로 떠나는 
인터넷 여행

압축으로 파일 크기를 줄이자!

알씨를 설치한 후 
재미있는 동영상 만들기

인터넷 중독

[알약] 백신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하기

재미있는 무료 게임 즐기기

자유롭게 떠나는 인터넷 여행

16일차 컴친 중간 점검하기 18일차 인터넷 관찰하기-2 

종합 평가

17일차 인터넷 관찰하기-1 

22일차 유틸리티 관찰하기-1 24일차 컴친 최종 점검하기

종합 평가

23일차 유틸리티 관찰하기-2 

19일차 인터넷 관찰하기-3 21일차 인터넷 관찰하기-5 20일차 인터넷 관찰하기-4 

[네이버 웨일] 웹브라우저로 
떠나는 인터넷 여행

[엣지] 웹브라우저로 떠나는 
인터넷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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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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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집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 ▲ 알집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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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윈도우 10+인터넷으로 컴퓨터 친구되기

1일차

컴퓨터 내부 관찰하기컴퓨터 내부 관찰하기
컴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불러올 파일 : 없음   완성된 파일 : 없음

• 컴퓨터 내부의 하드웨어 구성 장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완성작품 미리보기

컴퓨터 내부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치

들이 있는지 위 그림을 보고 적어볼까요?

Q

A

컴퓨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컴퓨터와 절친되기컴퓨터와 절친되기

예) 본체

1019 윈도우10+인터넷 도입부-08.indd   6 2021. 10. 19.   오후 3:07



컴친 1일차  컴퓨터 내부 관찰하기_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007

1 .

2.

3.

메인보드는 ‘CPU(중앙처리장치), RAM(주기억장치), HDD(하드디스크), VGA(그래픽카드)’ 등을 장착

할 수 있는 보드 판 같은 것으로 모든 장치의 데이터 입 · 출력을 관리 및 제어합니다.

CPU(중앙처리장치)는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장치로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CPU 쿨러는 CPU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 CPU 위에 장착되어 선풍기처럼 바람을 

내보내서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 메인보드 및 주변장치

▲ CPU(중앙처리장치) ▲ CPU쿨러

하드웨어 알아보기01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란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    

장치들로 본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메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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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윈도우 10+인터넷으로 컴퓨터 친구되기

4.

5.

RAM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전원이 꺼지면 기억 된 내용이

모두 소멸되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한글, 엑셀, 게임 등의 앱을 실행하면 RAM에 실행 파일들이   

기억되므로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장치입니다.

HDD(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저장장치로 RAM 보다는 느리지만 대량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입니다.

▲ 메인보드에 장착된 RAM(램)

▲ HDD(하드디스크) ▲ HDD 내부

▲ RAM(램)

컴퓨터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분됩니다. 주기억장치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데이

터가 지워지는 장치로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잠깐 기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보조기억장치는 컴퓨터의 전원

을 끄더라도 저장된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는 장치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노트 등에 기록하

여 필요할 때마다 확인한 것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주기억장치로는 RAM(램)이 있으며, 보조기억장치로는 HDD

(하드디스크), SD카드, USB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컴퓨터 기억장치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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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친 1일차  컴퓨터 내부 관찰하기_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009

6.

7.

VGA(그래픽카드)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영상 

신호를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장치입니다. 영상 작업이나 게임 등의 앱을 원활

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업그레

이드해야 합니다.

파워서플라이는 컴퓨터 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외부 전원선과 직접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 VGA(그래픽카드)

▲ 파워서플라이

1 . 소프트웨어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들이 시스템(컴퓨터)을 효율적이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OS : Operating System)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는 마이크로소

프트  에서 개발한 ‘Windows 10’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알아보기02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로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앱     

(프로그램)으로 가장 중요한 윈도우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임,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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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윈도우 10+인터넷으로 컴퓨터 친구되기

2.

3.

그 밖의 운영체제 종류로는 애플이 개발한 iOS 그리고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가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등이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윈도우 10)와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 업무의 용도에 맞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포토샵], [게임] 등이 있으며 ‘앱(APP)’이라고도  

합니다.

▲ Windows10 운영체제

▲ 한글NEO ▲ 파워포인트 2016 ▲ 게임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우선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는 CPU, RAM, 그래

픽카드, 마우스, 본체, 모니터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안드로이드, 리눅스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w)와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게임 등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w)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어 집합을 의미하는데 이 명령어들이 모여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

는거죠! 흔히 코딩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말하는 앱(App)이란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w)를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게임 등을 앱(App)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앱(APP) / 소프트웨어(Software) / 프로그램(Program)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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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친구 마무리하기1일차

 빈 칸에 컴퓨터 내부의 하드웨어 구성 장치 명칭을 적어봅니다.01 01미션

빈 칸에 컴퓨터 외부 구성장치의 이름을 적어보세요.01 02미션

컴친 1일차  컴퓨터 내부 관찰하기_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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