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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 작품

1. 컴퓨터

2. 피카츄 배구 게임

3. 아날로그 시계



컴퓨터

명령어 구분 ALU 값처리 점프 처리 - 1 점프 처리 - 2



데이터 메모리 주소 
설정

CPU 구현



구현한 CPU와 메모리를 
이용하여 만든 컴퓨터

R0과 R1(두 개의 가장 
위 RAM 위치) 에 현재 
저장된 값들을 곱하여 
결과를  R2에 저장하는 
어셈블리 코드이다.

미리 저장한 값과 어셈블리 
코드에 의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밑바닥부터  만드는 컴퓨팅 시스템’ 책의 5장까지 읽으며 
구현한 컴퓨터 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하드웨어 시스템 이기에 삽질도 많이 하고 
상당히 지저분한 회로로 구현되어있습니다 .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힌트 없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

하드웨어 칩을 직접 만들며 제일 어려웠던 점은 python, java 
등등 고수준 언어는 if문이 있어 조건에 따른 기능 수행을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칩을 구현할때는  if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았고 컴퓨터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책을 읽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컴퓨터는 무식한데 속도만 빠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고 
최초로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들과 지금의 컴퓨터로 발전 
시킨 사람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



피카츄 배구 게임

피카츄 배구 게임 시작시 피카츄 배구 게임 한쪽 패배시



책에 나오는 Pygame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

물리 엔진을 적용하지 않아 공이 물리법칙을  무시한채 
움직이는 점은 아쉽습니다 .

원작 게임에선 두가지 키를 동시에 눌러 공격 하는 기술이 
존재하지만  두가지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이벤트가 제대로 
할당되지 않아 다양한 공격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개의 
키들을 따로 눌러야 했던 점 또한 아쉽습니다 .

처음 만들어본 게임이여서  부족한 기능이 많고 잔버그도 
많습니다.

또한 아직 클래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Pygame모듈이 클래스를 이용해야 해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함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아날로그 시계

초침의 움직임 구현 분침의 움직임 구현



12시 부터 동작하는 시계 구현 현재 시간을 적용한 시계 구현



책에 나오는 터틀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처음으로 따라 작성한 코드가 아닌 
직접 생각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복이 많고 
변수명도 a, b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if문을 사용하는 ‘초침이 한바퀴 돌았을 때 분침을 
움직이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서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 밥을 먹을 때 갑자기 해결책이 떠올라서 
방으로 달려가 기능을 마저 구현하고 오류까지 해결한 
그날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짜릿한 하루였습니다 . 

시계를 완성시키고  내가 만든 결과물을 지켜보며 
프로그래머  들이 왜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지, 
이렇게 재밌는걸 이제야 알게 됐다며 후회하고 다음엔 더 
재밌고 어려운걸 만들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