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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투명한 금융거래, 가상화폐와 미래직업

➊ 주제 개요
n 프로그램 소개
본 수업 프로그램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화폐의 발전, 신용카드 도입, 가상화폐의 등장 이유를 설명하고,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향후 새롭게 주목받게 될 미래 직업군을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총 4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화폐의 변화 이유를 거래에서의 신뢰와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활동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1차시는 동전,
지폐와 같은 실물 화폐의 개념과 신용카드의 기능을 알아보고, 화폐의 위조, 훼손, 보안의
기술 원리를 파악한다. 2차시는 신용카드의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불량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소비생활을 권장한다. 3
차시는 가상화폐의 등장 이유와 채굴과정을 수학 문제풀이와 연계하여 가상화폐의 속성을
이해한다. 4차시는 이전 수업들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정리하여 가상화폐와
윤리문제, 거래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되어 새롭게 주목받게 될 직업군을 알아
본다.

n 주제 선정의 의미
본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는 화폐의 변화 이유와 그로 인해 등장한 가상화폐의 올바
른 이해를 목적으로 금융거래 및 가상화폐와 관련 미래 직업군을 탐색하기 위해 주제로 선
정하였다. 신용카드의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여 올바른 소비생활을 권장하고, 신뢰를 기반으
로 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거래 시스템, 보안 문제 등을 신용카드와 가상화폐로 토론함으
로써 미래직업 및 진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산업 분야 전망을 함께
예측해 볼 수 있다. 해당 주제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향후 진로선택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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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학습목표
n 내용목표
Ÿ

화폐의 소재 변천의 이유를 통해 화폐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다.

Ÿ

화폐거래를 통하여 현재의 직업과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비교할 수 있다.

Ÿ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소비
생활을 제시할 수 있다.

Ÿ

화폐와 관련된 현재의 직업과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파악할 수 있다.

Ÿ

가상화폐의 기본 개념과 채굴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Ÿ

가상화폐와 관련된 새롭게 생길 직업을 나열할 수 있다.

Ÿ

가상화폐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Ÿ

가상화폐로 생긴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들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n 과정목표
Ÿ

과학
: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Ÿ

기술
: 화폐 재료의 특성과 이용을 설명하고 가상화폐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와 가상화폐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Ÿ

수학
: 가상화폐에서의 채굴과정을 이해하고, 수학 문제풀이를 통해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Ÿ

사회
: 금융거래에서의 신뢰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Ÿ

도덕
: 신용카드, 가상화폐 거래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여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Ÿ

진로와 직업
: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 세계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자신
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 중학교 수준에서 직업 세계의 다양함과 일자리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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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연계 과목
n 관련교과
Ÿ

과학 : 과학과 나의 미래,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Ÿ

기술 : 자원 관리와 자립, 기술 시스템

Ÿ

수학 : 수와 연산

Ÿ

사회 : 사회 변동과 사회생활, 경제생활과 선택

Ÿ

도덕 : 자연·초월과의 관계

Ÿ

진로와 직업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

➍ STEAM 요소
n 과목 요소
Ÿ

 화폐의 속성 : 물체와 물질

Ÿ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과 채굴 과정 이해

Ÿ

 사회적 측면 : 경제생활과 선택,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 탐색

Ÿ

 수와 연산 : 문제풀이를 통한 가상화폐의 채굴 과정 체험

n 단계 요소
Ÿ

상황제시
: 화폐의 소재, 신용카드 결제 과정, 가상화폐의 종류, 신뢰의 거래 돌 화폐,

Ÿ

창의적 설계
: 화폐 소재의 변천사, “신용카드 골든벨”, 신용카드의 개념 이해, 가상화폐 채굴 역
할극 놀이(설계), 가상화폐의 실제 거래 여부

Ÿ

감성적 체험
: 신용카드의 기능 파악하기, 신용카드의 장·단점 정리하기, 가상화폐 채굴 역할극
놀이(활동), 가상화폐 투기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 토론

Ÿ

발표와 평가
: 관찰평가 - 발표, 토론, 모둠별 문제해결 참여의 적극성
: 자기평가 - 수업내용 이해와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함
: 수행평가 – 수업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해결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제출된
결과물이 학습 목표와 일치함.
: 동료평가 – 토의 및 발표내용, 태도 평가, 모둠 활동 참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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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내용
<상황제시>
 화폐의 소재
: 동전, 지폐, 신용카드 소재 파악
<창의적 설계>

1

 [활동1] 화폐 재료의 변천사
: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여 화폐의 종류 파악하기
<감성적 체험>
 [활동2] 신용카드의 기능 파악하기
: 신용카드의 앞, 뒷면을 통한 기능과 내용 파악하기
<상황제시>
 신용카드 결제 과정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분류와 결제 과정 파악하기
<창의적 설계>

2

 [활동1] 신용카드회사의 결제 한도 개념 알아보기
: 결제 한도의 개념을 통한 건강한 소비생활 알아보기
<감성적 체험>
 [활동2] “신용카드 골든벨” 신용카드의 개념 이해
: 골든벨 문제를 통한 신용카드 개념 이해하기
<상황제시>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 가상화폐의 개념과 사용방법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3

 [활동1] 가상화폐 채굴 역할극 놀이(설계)
: 수학 문제 풀이를 통한 가상화폐 채굴 활동
<감성적 체험>
 [활동2] 가상화폐 채굴 역할극 놀이(활동)
: 가상화폐 사용방법 체험하기
<상황제시>

4

4

 신뢰의 거래 : 돌 화폐

<감성적 체험>
 [활동1] 가상화폐의 실제 거래 여부와 문제점 파악
: 사례 기사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 파악하기
<창의적 설계>
 [활동2] 관련 직업군과 윤리문제 토론하기
: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문제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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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화폐의 종류와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

2

6

화폐의 소재를 나열할 수 있고 가상화폐의 생성과정을 말할 수
있는가?

자기평가

3

역할극 놀이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관찰평가

4

모둠 활동 시 모둠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동료평가

○ 수행, 관찰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차시

1

2

창의적
설계
3

4

1

2

감성적
체험

3

4

평가 척도
상
화폐의 소재를 나열할 수
있고, 화폐가 변화되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화폐 위조방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거래 과정을
이해하고 사용방법과 원
리를 자세하게 알고 있으
며, 적당한 소비생활의 필
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
코인의 형성과정과 원리
를 이해하고 있으며 채굴
을 하는 방법을 안다. 비
트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거래 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실제 거래 현
황과 가상화폐의 투기와
환율 변동에 따른 부작용
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화폐 제조 기술을 통해 새로
운 미래 직업의 가능성을 설
명하고 직종별로 나열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구매
및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
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사
용하려고 노력한다.
역할극 놀이에 적극 참여
하여 채굴하는 방법을 익
히고 동료와 협동하여 더
빠르게 채굴하는 것에 대
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가상화폐 거래 때 발생하
는 윤리적 문제점을 인식
할 수 있으며 예방과 대책
을 말할 수 있고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가
상화폐 관련된 직업을 나
열 할 수 있다.

중

하

화폐의 소재를 구별할 수
있고 화폐 위조에 대해
적당히 알고 있다.

화폐를 직접 보면 구별할
수 있으며, 위조방지에 대
해서 한두 가지의 정보를
알고 있다.

신용카드의 쓰임과 거래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적당한 소비생활에
대해서 이해한다.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알
고 있다. 계획성 있는 신
용카드사용의 통제가 필
요하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원
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
다. 비트코인 거래 과정을
이해한다.

가상화폐의 개념을 잘 모
르며 채굴에 대해서 부분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실제 거래 현
황을 볼 수 있으며 수익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구별
할 수 있다.

가상화폐와 실물화폐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부
분적인 방법을 안다.

화폐 제조의 핵심 기술
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제한적으로 화폐관련 직
업을 말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
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역할극 놀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고, 비트
코인의 채굴 과정에 직
접 참여하였다.
가상화폐의 거래에서 발
생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장점과 단점
을 대략적으로 말 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소비를 하
고 결제한도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할극 놀이에서 나오는
수를 계산하는 것과 비
트코인의 채굴과의 관계
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였다.
가상화폐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며 투자와 투기의 차
이점을 부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 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발자, 빅데이
진로설계

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
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전문가, 신소
재화폐개발자, 가상화폐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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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관찰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상

번호이름

중

감성적 체험
하

상

중

하

○ 학생 자기/동료평가 기준표
평가
방법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동료
평가

창의적
설계

평가기준

평가 척도
상

중

하

새로운 용어 정리가 분명하고 내용 이해가 충분히 됨
학습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과제
해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에 기여도가 높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흥미를 가지고 모든 활동에
참여함
과제 해결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이해하였고, 결과물을 다른 사
람에게 설명할 수 있음
모둠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하고 동료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있음.

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1)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세계의 다양함과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강화함. 자신의 관심 있는
진로 직업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2)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 화폐에 관한 많은 관심과 의문을 구체적으로 해결
하였고, 채굴 역할극 놀이에 흥미롭게 참여함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원리를 습득하였고
가상화폐 관련 미래 직업에 대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냄.
3)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금융의 개념을 학습하였고 관련된 미래 직업에 대
해 탐색하는 기회가 됨. 자신의 적성과 현실에 맞는 직업 선택을 위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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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속성

1차시

경제학연구원,
수업

기술/진로

차시

1/4차시

관련
직업군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전문가, 화
폐신소재개발자신소재화폐개발자,

가상

화폐개발자 등
기술

(4) 기술 시스템
[9기가04-03] 제조 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 재료의 특성과 이용을 설명하고
제조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2015

과학

개정

(24)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교육과정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
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3)진로 탐색

[9진03-03]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학습

화폐의 종류와 속성을 파악하고, 화폐의 위조, 훼손, 보안 문제를 해결할

목표

수 있는 기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용 PPT, 학생용 활동지, 필기도구, 지폐(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
원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프로젝터 등

9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화폐의 소재
버스카드에 충전을 하려고 기기에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었
다. 그런데 1만원 지폐가 계속해서 반환된다. 자세히 보니 지폐가
구겨져 있고 한쪽이 조금 찢어져 있어서 기기가 지폐를 제대로 인
식하지 못했다. 지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찢어질 수 있는가?

▶ 우리가 사용하는 오만 원, 만 원, 오천 원, 천 원 같은 지폐는 어떤
재질로 만들었을까?
>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얼핏 종이 같지만, 면과 같은 섬유로 만들
어져 있다. 섬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질기고, 촉감이 부드럽고, 인쇄가
잘되고, 때가 덜 타기 때문이다. 지폐가 종이로 만들어져있으면 더 쉽
게 찢어지겠지만,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덜 찢어진다.

도입
(15분)

출처 : https://pixabay.com/

▶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다양한 화폐를 이용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전, 지폐, 신용카드와 같은 화폐로서의 활용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화폐들은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까?
: 지폐는 종이, 면 등으로 되어있고, 동전은 구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신용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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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폐의 소재는 종이, 면, 플라스틱(폴리머) 등이고, 동전은 구리, 니
켈, 아연, 알루미늄 등이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더 싸고 튼튼하며
위조가 어려워서 앞으로 지폐에 많이 사용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69

▶ 이러한 지폐나 동전을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 동전의 경우 10원 동전의 제작원가는 20원, 50원 동전은 52원, 100
원 동전은 104원, 500원 동전은 177원이다. 지폐의 경우는 1천원 권
은 100원, 5천원 권과 1만 원권은 150원, 5만 원권은 200원이다.
▶ 그렇다면 왜 10원, 50원, 100원 짜리 동전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가? 제작비용 대비 화폐 가치로 보아 조폐공사에서도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이지 않은가?
> 지금은 물건 값을 표시하는 단위가 10원이지만, 만약 10원짜리가
없어진다면 50원이나 100원이 최소 단위가 될 것이다. 10원짜리가 없
어진다면 물건 값이 50원이나 100원 단위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화폐 단위가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범위도 더 커지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0원과 같은 작은 화폐단위를 유지한
다.
> 한국은행이 2006년에 새로운 10원짜리 동전을 발행하였는데 그 이
유는 비용 때문이다. 이전에 만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65%와 아연
35%를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데만 비용이 38원이나 들어갔
다. 그런데 구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제작비가 더 늘어날 위기에 처
하자, 저렴한 재료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새롭게 제작된 10원짜리
동전은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워 만든 것으로 재료비가 개당 5~6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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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unkim319&logN
o=9015266359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참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44464
#참고 :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
id=9253
#참고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10141824551&
code=920100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613&cid=47305&ca
tegoryId=47305

<창의적 설계>
[활동1] 화폐 종류
- 준비물 :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여 직접 화폐에
대해 검색하고, 내용을 적는다.
▶ 화폐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1) 각 모둠별로 각 화폐의 종류에 대한 재료를 적는다. 또, 기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화폐의 재료가 선택된 이유를 적어보자.
2) 화폐의 재료가 계속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활동지에 쓰고 그 결과를 발표해 보자.
화폐의 종류

전개
(25분)

동전

지폐
신용카드

재료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이유

화폐 재료

재료로 선택된 이유

구리, 니켈, 아연,

내구성이 높고 금, 은

알루미늄

소재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재료

종이, 천,

위조가 어렵고, 훼손이 안 되는

플라스틱

재료 동전보다 가볍다.

플라스틱

가볍고, 휴대가 편하다.

위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료와 형태
를 지속해서 변화시킴

▶ 신용카드도 간혹 위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도 까다로운 제작과정을 거치는데 신용카드의 제조과정에 대한 영
상을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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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조 과정(YTN 사이언스, 1분2초)
https://www.youtube.com/watch?v=cPTT1ndx-vw

신용카드 살펴보기
▶ 영상에서 보았듯이, 신용카드가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 보안 문제
를 해결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용카드의 앞
뒷면을 탐색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파악해보자.
- 준비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카드가 없을 시 그림을 통해 설명)
카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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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이름

① 카드사명

기능
대금 청구 카드사
많은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앞

IC칩

면

② 카드사명

마그네틱 선

면

기능: 교통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사용

유효기간

뒷

메모리칩, CPU (암호화 연산)

카드보안코드

후불교통카드

내용
아마존 회사에서
사용 요금 청구
카드소지자 정보
확인과 검증을 위한
일회성 암호화

신용카드 사용 기간 만기일

기간내 사용만 유효

신용카드사 브랜드 명: BC,

Mastercard 통용

VISA, Mastercard 등
신용카드, 현금카드, 포인트

시장에서만 거래가능

카드 등 간단한 카드인식정보

카드인식정보

저장
카드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카드 불법사용

인증장치: CVC값 (card

방지를 위한

verification code)

인증장치
충전 없이 사용 후

PayOn 등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

▶ 신용카드가 현금에서 발전된 기능적 요소는 많겠지만, 우선 휴대
가 용이하고 가볍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도난사고가 있을
때, 카드는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급히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금액
이 지불되지 않도록 대처할 방안이 있으나,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는 이와 같은 대처가 어렵다. 그러나 신용카드도 여전히 위조나
훼손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지기술도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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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활동2] 화폐의 훼손과 위조방지를 위한 예상 직업
▶ 화폐의 훼손이나 위조방지를 위한 직업으로 어떤 직업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상 만들어보고 이유를 설명해보자.
(아래는 예시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직업명과 이유를 제시할 수 있
도록 한다.)

▶

화폐신소재개발자

화폐의 훼손과 위조 방지를 위한 신소재 개발

화폐손실방지전문가

위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결제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화폐 재료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화폐의
제작비용 대비 가치에 대한 문제, 휴대와 편리성의 문제, 위조와
훼손의 문제로 재질도 계속 변화한다. 같은 문제들로 인해 신용카
드라는 색다른 화폐의 가치도 살펴보았고, 이 플라스틱 신용카드
한 장으로 시장거래의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도 알
수 있었다

▶ 화폐의 훼손이나 위조 방지를 위한 직업으로 화폐 소재를 개발하
는 화폐신소재개발자나 화폐훼손, 위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화폐손실방지전문가와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결제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등의 직업이 주
목을 받게 될 것이다.
정리
(5분)

▶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모둠을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상

평가
중

하

실물 화폐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되었는가?
자기

화폐의 속성에 대한 차별성을 탐색할 수 있

평가

었는가?
신용카드의 기능과 기술을 통해 기능적 정보
를 알아볼 수 있었는가?

수업
평가

화폐제조 및 위조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과 그에 따른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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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등 인터넷을 사용할 시 원활한 수업을
지도상
유의점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
- 화폐 재료의 변화 이유와 관련 직업에 대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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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참고자료

화폐와 금융 관련 직업

▶ 화폐와 금융 관련 직업

경제학연구원,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
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전문가, 화폐신소재개발자

▶ 관련 자료 링크
Ÿ

우리나라 주화의 변천(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69

Ÿ

캐나다 | 폴리머 지폐 사용 4년, 위조화폐 현격히 줄었다(중앙일보)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53

Ÿ

[틈새경제]10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59원 든다(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1014182455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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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이색직업 : 위폐감식전문가

▶ 어떤 일을 하나요?
한번쯤 지폐를 펼쳐놓고 숨은그림찾기를 해본 적 있으시죠? 만 원권 지폐를 가만히 빛
에 비춰보면 세종대왕 초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눈이 아른거릴 정도로 쳐다
봐야 보일만큼 아주 작은 한국은행 마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림
이 숨어 있고, 볼록 인쇄, 부분노출 은색선, 보는 각도에 따라 상이한 색을 나타내는 시
변각 잉크(OVI:Optically Variable Ink) 등은 모두 하나하나 의미 있는 위조방지 장치들입
니다. 그러나 이런 위조방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조되는 지폐가 있으니, 이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위폐감식전문가입니다.
해마다 위조지폐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 위폐범들의 위폐 제작기술도 컴퓨터와 인쇄기
술의 발달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컬러복사에 그쳤던 기술이 오프셋인
쇄, 최근에는 조폐공사 그대로의 요판인쇄(오목판인쇄)까지 가능해지면서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폐로 인해 감식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조지폐를 감식할까요? 먼저 진위감식기를 이용하여 화폐
를 1차 감식한 후, 2차 감식으로 위폐감식전문가들이 화폐 한장 한장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고, 흔들어서 소리도 들어 보고, 불빛에 비춰보아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
폐발행국에서 배포한 화폐견본과 지폐를 육안으로 비교하거나 돋보기, 광학현미경 등으
로 정밀하게 관찰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이의 재질, 촉감, 색상, 인쇄상태에서부터 화폐
마다 숨어있는 고유의 비표를 확인하며, 발행 시기나 지역의 화폐특징 등을 고려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조지폐로 판별되면 은행, 수사기관 등 감식을 의뢰한 기관에
보고합니다.
요즘은 고도의 기술로 진위감식기를 능가하는 위조지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위폐감
식전문가들은 위변조된 화폐를 찾기 위해 장시간 수많은 지폐를 집중해서 관찰해야 하
기 때문에 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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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준비하나요?
위폐감식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화폐 혹은 타국화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에 입사해야 합니다. 국내의 위폐감식전문가는 현재 한국조폐공사, 은행, 위폐감별기 관
련회사,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되어 위폐 여부를 식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국조폐공사의 경우 연구직이나 화공, 금속 등의 기술직으로 채용되어 화폐 및 유가증권
에 대한 감식업무를 합니다. 은행의 경우 일선 영업점의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두루 거
친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환 출납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노하우를 인정받아야 위폐감별
업무를 맡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 입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위
폐감별사들도 은행의 순환업무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다가 위폐감별에 매
료되어 위폐감별사가 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위폐 감별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따로 없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와 영국계 은행인 HSBC은행 등이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특히 HSBC은행에서
주관하는 ‘위폐감별사 인증서’는 상당 수준의 지식과 연습, 기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자에게만 수여하므로, 외화위폐감별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과정으
로 꼽힙니다.
위폐감식전문가는 화폐에 관심이 많아야 하며, 세밀한 촉감과 주의 깊은 관찰력, 집중력
을 필요로 합니다. 반복적인 일로 인해 인내심과 성실함이 요구되며, 화폐를 다루는 일
이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중요합니다. 현존하는 외국화폐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화폐의
재질이나 디자인의 변화주기도 짧아지고 있어 화폐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공부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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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국내에는 10여명의 위폐감식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변조 방지요소는
공개되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자세한 요소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폐에
대한 보안사항을 취급하고 있어서 위폐감식전문가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화폐를 주로 전문 감식하는 곳은 한국조폐공사의 위조방지센터이며, 외국화폐를 전
문적으로 감식하는 곳은 주로 은행입니다. 특히,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은 뛰어난 화
폐·유가증권 위변조 감별 능력으로 국내 은행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위폐감식기에 의존하거나 해외 위탁업체를 통해 화폐를 감식합니
다. 이 외에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한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가정보원 등에서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화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위폐감별사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의 경우 이전까지는
1만 원권이 가장 가치가 높은 화폐였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높은 초정밀 위폐를 만들기
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폐감별사의 역할은 앞으로 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위폐는 2013년 3,588장, 2014년 3,907
장으로 증가추세였다가 2015년 3,031장으로 주춤하였고, 권종별로 보면 5만 원권이 2,0
40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되는 위폐 규모는
실제의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만 원권이 발행되면서 초정밀 위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화폐경제의 발전과 함께 향후에도 위폐감별인력의 역할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화폐위조감식업무의 경우 화폐에 대한 보안사항 노출 우려로 인해 큰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화폐 위조감식은 외환을 다루는 각 은행에서 관련 전문가를 두
어 감식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폐감식전
문가를 위한 교육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에 입사하여 도제식의 교육이 계속 이
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Srch/expSpecialDetail.do?abnJobdptLrclId=B00
2&abnJobdptSmclId=10019&jobClcd=B

20

1차시 참고자료

화폐

> 초창기의 화폐(money)는 금속, 조가비, 구슬, 뼈, 연장 등이었다. 표준화된 화폐를 처
음으로 사용한 국가는 기원전 7세기경의 리디아(Lydia)이며, 종이 화폐, 즉 지폐가 처음
으로 만들어진 것은 서기 7세기경의 중국이었다.
화폐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사람들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이나 서
비스를 서로 교환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개
수단으로 특정한 종류의 금속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무늬 개오지 조개(cowrie shell)가, 북 아메리카에서는 북미 인디언들이 화폐 등으로 사
용했던 조가비로 만든 구슬인 웜 펌(wampum)이, 그리고 피지에서는 고래 이빨이 사용
되었다.
하지만 표준화된 형태의 화폐를 처음으로 주조한 국가는 기원전 7세기경, 오늘날 터키
의 서부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 리디아였다. 이 화폐는 콩알 모양의 금속 조각이었
는데, 금과 은의 천연 합금에 무게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무늬를
새겼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화폐제도의 편의성을 깨닫고, 자신들 고유의 통화를 발행하
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칼, 가래(spade), 그리고 기타의 연장들을 화폐로 사용했다. 기원전 12세기
경에는 축소한 연장 모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그것이 경화(硬貨)로 발전하
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서기 7세기경에 처음으로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3세기에 중
국을 여행했던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중국인들이 지폐를 내면서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을 남겼다. 유럽인들이 손상되기 쉽고, 소재의 가치도 거의 없는 종
이로 만든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그러자 일부 유럽의 은행들에
서는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는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7세기 후반, 북미에
정착한 사람들은 돈을 놓고 하는 카드놀이를 즐겼다. 그들은 직접 화폐를 주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항해 중인 현금 수송선이 실어 나르는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초에는 프랑스에서 불환 지폐를 발행했는데,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에서 불환지
폐를 처음으로 발행한 정부가 되었다. 불환 지폐란 금이나 은으로 교환이 가능한 지폐
(bill)가 아니라, 돈 그 자체일 뿐인 지폐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폐 [Money] (1%를 위한 상식백과, 2014. 11. 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68623&cid=59926&categoryId=5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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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최초로 신용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인과 로마인이었다. 유럽에서는 1880년
대,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신용카드(credit card)를 발급했다. 일상적으로는
‘플라스틱 머니(plastic money)’, 혹은 ‘플라스틱(plastic)’이라고 부른다.
수천 년 전의 바빌로니아인들은 물물교환을 위해 점토 조각을 이용해서 대금지급을 연
기했다. 점토 조각에는 상품의 종류와 양이 표시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소 2마리, 옷감
1필, 혹은 서로 합의한 모든 것을 교환에 이용할 수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를 발전시켜
대부와 대출의 방식을 정착시켰고, 중세 시대에는 신용거래의 개념에 은행에서 발행하
는 교환권(bills of exchange)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17세기~19세기까지 영국의 할부 판
매인(tallyman)들은 막대기나 신표(tally)에 거래 내역을 새겨가면서 할부로 상품을 팔았
다.
유럽에서는 1880년대,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신용카드가 등장했다. 초창기
의 신용카드는 사용자가 일정기간(보통 한 달간) 지급을 유예시켜서 그 일정 기간이 지
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오늘날의 신용카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잔액을 이
번 달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도 있다). 이런 종류의 신용카드는 소매점, 석유 회사,
호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업 종사자나 개별 상인들이 그들의 고객에게 발행하는 것
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두루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1950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해밀턴
크레딧 코퍼레이션(Hamilton Credit Corporation)의 사장인 프랭크 맥나마라(Frank McN
amara)가 어느 날, 그의 변호사, 그리고 친구와 함께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맥나마라가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갑에 현금이 없다
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했다. 이후 이 날 식사를 같이 했던 세 사람은 다이너스클럽
(Diners’ Club)을 설립했고, 200명의 고객에게 27개의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
드를 발급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용카드의 재질은 종이였다. 회원사로 가입한 27개의
레스토랑에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7퍼센트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고, 고객들은 연회
비로 3달러를 내야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맥나마라는 자신이 소유한 다이너스클럽의
지분을 동업자들에게 넘겼다. 당시에 맥나마라가 받은 금액이 20만 달러였으니, 다이너
스클럽 카드는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맥나마라의 결정은
지나치게 경솔한 것이었다. 그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여겼던 카드 사업이 점점 더 성
장했기 때문이다.
1958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후에 비자(Visa)가 된 뱅크아메
리카드(BankAmericard)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결국 플라스틱 머니의 시대가 열리
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카드 [Credit Cards] (1%를 위한 상식백과, 2014. 11. 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68611&cid=59926&categoryId=59926&expCategoryId
=5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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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참고자료

종이돈은 종이가 아니다?

내구성을 위해 면으로 조폐 … 폐기 뒤에는 바닥재로 ''부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 즉 지폐(紙幣)의 소재는 종이가 아닌 면이다. 지폐는 일반
종이와는 전혀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다.
일반 종이는 천연 펄프로 만들어지지만, 지폐를 만드는 용지는 면이 주재료로 사용된다.
면 소재가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강할 뿐만 아니라, 때가 잘 타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지 않으며 잉크가 잘 스며들어 인쇄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에서 순면(면 100%)으로 된 용지로 지폐를 만들고 있다. 면
소재 외에도 플라스틱 재질의 폴리머라는 소재로 지폐를 만들어 쓰는 나라도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1996년과 2000년에 각각 전 권 종의 은행권을 폴리머 노트로 바꿨
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폐를 찍어내는 한국조폐공사에서 100% 면으로 된 인쇄용지도 함께
만들어 낸다.
한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나라의 은행권을 자국 인쇄시설에서 제조하는 국가는
40여 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권 인쇄는 물론 인쇄용지를 자체 해
결하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수명을 다한 지폐는 어떻게 활용될까? 연간 지폐 폐기량은 1200톤에 이르는
데 용도 폐기된 지폐는 그대로 버려지는 않고 새롭게 태어난다. 대개 건축용 기자재로
쓰이는데 다른 재료들과 혼합해 주로 바닥재로 쓰인다.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즉 전산실과 같이 각종 배선이 엉켜 있는 곳에 배선이 보이
지 않게 바닥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처리하는 이중 바닥의 재료로 사용된다. 또한 자동
차용 방진패드로도 활용된다.
그 가치만큼이나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게 지폐인 셈이다.

출처 : 노컷뉴스 2005.04.18
http://www.nocutnews.co.kr/news/5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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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의 이해

2차시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
발자,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
수업

기술/진로

차시

2/4차시

관련
직업군

획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
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전
문가, 신소재화폐개발자, 가상화폐개발
자 등

과학

(7) 과학과 나의 미래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기술

(3) 자원 관리와 자립
[9기가03-05]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2015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개정

실천한다.

교육과정

사회

(8) 경제생활과 선택
[9사(일사)08-01] 경제활동에서 희소성으로 인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
해하고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로서 경제체
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진로와 직업
(3)진로 탐색

[9진03-03]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학습

본 수업의 이해를 통해 신용카드의 거래 시스템을 이해하고, 무분별한 지

목표

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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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PPT, 학생용 활동지, 필기도구, 스케치북 또는 보드판, 상품(학용품,
간식류 등)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신용카드 결제 과정
여러분들 중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요즘은 편의점에서 천원 이하의 금액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버
스, 택시, 지하철도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이렇듯 지폐 대
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결제할 때 편리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 신용카드는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당장 예금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할부, 포인트 보상 등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주
기도 한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0303

▶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통
장에 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도입
(10분)

#체크카드의 개념이 어려울 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선불 교통카드(T머
니, POP카드, 캐시비 등)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 통장에 돈이 없거나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
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25

> 신용카드회사는 개인이 사용한 결제금액을 대신 결제 해주고, 한
달 정도 뒤에 개인에게 금액을 청구한다. 이때 할부일 경우는 이자를
더 받기도 하고, 결제할 때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1.5%~3.3%정도 받
는다. 그러면 판매자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 그만큼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된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지출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창의적 설계>
[활동1] 신용카드회사의 결제 한도 개념 알아보기
▶ 신용카드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신용카드회사의 결제 한
도가 어떤 개념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적어보자.
신용카드회사의 결제 한도 개념
1. 신용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면, 그 물건의 값을 마트에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2.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3. 결재 한도 초과는 어느 경우에 일
어나는가?
4.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이 연체되었

카드사에서 대신 지불

보통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결제
초기에 설정한 결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을 때, 거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
게 되면,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정

전개
(30분)

신용불량자

지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규제하는 것일까?
5.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결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할부
일시불인 경우 신용카드의 결제

6. 일시불로 거래하는 경우 보다 나누

줄어들어서

거래금액이

줄어들지만, 할부거래의 경우 결

의 전체 사용액은 차이가 없을까?

제 한도가 덜 줄어들어서 더 많

7.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은 은행에

은 지출을 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은 어떻

떨어져서 대출이자 등이 올라간

게 적용되는가?

다.

8. 신용카드 한 개를 연체하여 한 카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다른 은행

드 거래가 정지된다면, 다른 은행

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신용카드도 정지되는가?

없다.

9.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신용불량

신용관리의

필요성을

상기하며

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를

건강한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

1. 돈을 빌릴 때에는 자신이 갚을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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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어서 거래를 이용한다면, 신용카드

수 있는지 생각한다.

2.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갚는다.

<감성적 체험>
[활동2] “신용카드 골든벨” 신용카드의 개념 이해 (개인별)
▶ “신용카드 골든벨”을 통해서 신용카드의 개념을 이해해보자.
- 준비물 : 학용품, 과자 등과 같은 상품, 보드판 혹은 스케치북, 노
트, 필기구
1) 학생들에게 신용카드에 관한 문제를 주고 각 문제에 대한 정
답을 보드 판이나 스케치북에 쓰도록 한다. 이때 정답을 서로 보
지 못하도록 덮어두거나 가리도록 주의한다. 질문의 답은 주관식
또는 O/X이다.
2) 모든 학생이 정답을 쓰면 한꺼번에 정답을 쓴 보드 판 또는
스케치북을 들어 답을 제시한다.
3)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지며, 맞추지 못한 모둠의 해당 학생은 탈락하도록 한다.
4) 정답자가 없는 경우 마지막 문제에서 틀린 사람을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수행한다.
5) 총 9문항까지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또
는 최후의 1인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6) 활동이 끝난 후 선생님은 본 활동의 목적을 알려준다.
- 이 활동의 목적은 신용카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용카
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 “신용카드 골든벨” 문제를 풀어보자
문항1) 내가 신용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면 그 물건
의 값을 마트에 지불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정답 : ( X ) 카드사에서 대신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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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결제OOOO” 때문에 결제가 안
된다고 돌려줄 때가 있다. 무엇 때문인가?
정답 : (한도 초과)
문항3)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결제하는 것을 할부라고
한다. 할부거래를 이용해도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은 차이가
없다.
정답 : ( X ) 일시불인 경우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서 거래금액이 줄어들지만, 할부거래의 경우 결제 한도가 덜
줄어들어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문항4)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것을 연체
라고 한다. 연체하게 되면 거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

)이

라고 한다.
정답 : ( 신용불량 )
문항5)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갚지 않아서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 ( O )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
이자 등이 올라간다.
문항6) 신용카드 한 개를 연체하여 한 개 거래가 정지되어도 다
른 은행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X )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다른 은행의 모든 신용카드
를 사용할 수 없다.
문항7)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면 할인 쿠폰 등을 여러 개 받
을 수 있어서 가정경제에 이득이 된다?
정답 : ( X ) 신용카드가 늘어나면 그만큼 결제 한도가 늘어나
게 되므로 씀씀이가 커져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항8)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
려주는 P2P대출전문가를 미래직업의 예로 들을 수 있다. 그렇
다면, 오프라인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업으로 디지털자산관
리자를 들을 수 있다.
정답 : ( X )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자산관리이므로
디지털 자산 관리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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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9)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관리
하는 전문가를 OOO전문가라고 부른다.
정답 : ( 핀테크 )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
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
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정보기술
(IT)이다.
> 현금과 신용카드의 중간적인 성격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결제 한도의 개념을 이해
해보았다.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은 신용카드회사에서 먼저 지불해
주고 나중에 청구해서 돌려받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를
너무 높여 놓을 경우 결재일에 아주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
므로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가 높다고 무작정 사용하게 되면 결재
일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의 내부 결제구조는 신용카드회사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받는 일종의 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 신용카드는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돈이 없어도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대출이자도 높아지고, 심지
어 승용차나 집을 압류당할 수도 있어서 매달 갚을 수 있는 수준
정리
(5분)

으로 적당한 결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
자,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관리하는
핀테크 전문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P2P대출
전문가 등의 직업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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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모둠을 평가해 봅시다.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상

평가
중

하

신용카드회사의 결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되었는가?
자기

“신용카드 골든벨” 활동 시 문제의 답을 이

평가

해하고 풀었는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올바른 소
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신용카드 골든벨” 활동 시 서로 배려하
동료

고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였는가?

평가

모둠의 친구들이 문제 푸는 것을 잘 도와주
었는가?

수업
평가

건강한 소비를 위해 어떤 직업이 필요할지 생각하여 적어보자.

- [활동1] 문제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문제를 선택하여 난이도
지도상
유의점

를 조절한다.
- 수업의 정리에서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직업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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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 관련 직업

▶ 신용카드 거래 관련 직업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
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
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 관련 자료 링크
Ÿ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신용카드의 모든 것(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0303
Ÿ

신용카드 '결제취소' 에 대해 궁금한 점 타파!(카드고릴라)

#http://card-gorilla.com/sub.php?contents=board&load=board_view&usemode=view&bo
ard=cardpost&no=119
Ÿ

업종별 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 BC카드)

#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762
Ÿ

현금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조 과정 / YTN 사이언스

# https://www.youtube.com/watch?v=cPTT1ndx-vw
Ÿ

[경제 이야기] 왜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 대신 돈을 먼저 내주는 걸까요?(조선멤버스)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8/2018022802590.html
Ÿ

무한도전 정준하, 정총무 변신+전자 두뇌 가동 ‘오싹’(헬로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70
Ÿ

[경제신문은 내친구] P2P 대출이란?(매일경제신문)

http://vip.mk.co.kr/news/view/21/20/1554343.html
Ÿ

디지털화폐 정보와 지식 등 제공, 종합 디지털자산관리로 주목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31138
Ÿ

내 손안의 금융 '핀테크'란 무엇일까?(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7/2016011702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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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 핀테크란 무엇인가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
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정보기술(IT)이
다. 서로 다른 두 분야가 얽히니 2가지 다른 관점이 나온다. 금융을 중심에 두고 IT가
금융사업을 돕는다는 해석이 첫 번째다. 기존 금융권이 주로 이런 관점에서 핀테크 열
풍을 바라본다. 금융산업이 새로 나온 IT쪽 기술을 채용해 미시적인 혁신을 이룬다.
원래 금융산업은 IT산업 다음으로 IT 기술을 많이 도입하던 분야다. 핀테크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써 왔다. 은행은 거래 대부분을 전산으로 처
리한다. 현금 수송 차량에 실어다 옮기는 돈은 은행이 다루는 전체 돈에 극히 일부일
뿐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전산 거래를 도입한 뒤 객장을 가득 매우던 증권중개
인이 사라졌다는 일화는 이제 식상한 이야기다. 이미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던 금융산
업이 새삼 IT 기술을 도입한다니, 이런 말은 핀테크에 대해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을 살펴보자. 지금 핀테크 열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을 중심으
로 읽어야 한다. IT 기술이 금융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든다는 얘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핀테크 - IT기술이 금융을 뒤흔든다 (용어로 보는 I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379&cid=59088&categoryId=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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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나요?

신용 카드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 없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제도예요. 내가 가진 신용만큼 미리 돈을 쓰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다.
신용 카드가 있으면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다. 현금을 가
지고 있지 않아도 작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하다. 또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사용한 돈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내는 ‘할부’라는 제도도 이용
할 수 있다. 신용 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카드 주인의 서명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에는 종종 신용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나온다. 신용 카드로 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에요. 신용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서
명을 한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돈을 내지 않지만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꼭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그날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돈을 늦게 갚았을 때 더
내야 하는 돈)가 생겨 내가 쓴 것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신용 카드를 사용
할 때는 내게 꼭 필요한 지출인지, 내가 신용 카드로 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 마법의 신용 카드?
신용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제 날짜에 돈을 내지 못하면 결국 빚을 지게 된다. 빚
이 쌓이면 ‘신용’을 잃을 수도 있다. 경제에서 신용을 잃는다는 것은 구입한 물건의 값
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에서는 이렇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신용 불량자’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신용 불량자는 더 이상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은행과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
활을 하기 어렵다.
카드 회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신용 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체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체크 카드도 신용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 대신 카드 한 장으로 물건
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로 쓴 돈이 나중에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통장에
서 바로 빠져나간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은행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니 과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체크 카드는 신용 카드와 달리 은행에 계좌가 있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 카드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나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2014. 6.
20., 가나출판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615&cid=47305&categoryId=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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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관리하는 방법

1. 부채의 의미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500원을 빌
린 뒤 갚지 못하고 있으면 500원은 부채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부채를 지게 될까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값
비싼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부채
가 늘어납니다. 가정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연체자가 늘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부채와 신용
금융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부채를 졌는지, 이자를 제때에 잘 내고 있는지에 따라 신용
도가 달라집니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아지고, 이자를 연체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연체해도 신용도가 낮아집니다.
신용이 낮으면 같은 금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
이 높으면 적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돈을 사용한
값을 적게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3. 신용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신용이 낮으면 경제생활에 큰 불편함이 따릅니다. 신용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한
물건은 언제나 현금으로만 사야 하고,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에도 미리 돈을 지불한 만
큼만 통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에도 높은 이자를 내야 빌릴 수 있거
나 전혀 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빌린 물건을 잘 사용하고 제때에 돌려준다면, 다음에도 물건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용이 높으면 경제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 (초등학교 생활금융, 2011. 12., 금융감독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38906&cid=47305&categoryId=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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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속성

3차시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
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수업

수학/진로

차시

3/4차시

관련
직업군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
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
전문가, 신소재화폐개발자, 가상화폐개
발자 등

과학

(7) 과학과 나의 미래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2015

수학

개정

(1) 수와 연산

교육과정

[9수01-05]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3)진로 탐색

[9진03-03]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준비물

-수업을 통해 가상화폐의 속성을 파악하고, 관련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가상화폐의 거래 방식을 간접 체험하고, 채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용 PPT, 학생용 활동지, 모의 가상화폐(QR코드 등), 필기구, 프로젝터,
활동 간식 또는 상품으로 활용 가능한 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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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상화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출처 : https://pixabay.com/

도입
(10분)

> 화폐는 지폐,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요즘
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채굴(mining)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금을 캐러 가는 것처럼 복잡한 장비 대신 좋은 사양
의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을 캘 수 있다는 점
이다.
> 가상화폐는 거래내용을 나누어서 저장하는 분산 화폐 시스템이다.
그동안 화폐는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기관이 발행해왔다. 그런데,
중앙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폭
락, 폭등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상화폐는 이런 화폐발행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거래내용을 개인들
이 나누어서 갖게 되면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있어서 암호기술을 사
용해서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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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 가서 가
상화폐를 달라고 하면 될까?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와 같이 홈
페이지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걸까?
: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최고 사양의 컴퓨터로 암호기술을 채굴해
내어 얻을 수 있다.
> 현금은 중앙금융기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중앙금융기관이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다. 대신 가상화폐는 암호화를 위해서 암호값이 필요한데 그
암호생성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지불한다. 아니면 가상화
폐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암호값을 알아내
는 과정을 채굴(마이닝)이라고 한다. 암호값을 알아내는 시간과 노력,
장비가 많이 소요된다.
▶ 가상화폐의 채굴은 암호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능 좋은 컴퓨
터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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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상화폐 광풍...24시간 돌아가는 채굴장 현장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MXoX-E-XBjg

<창의적 설계>
[활동1] 가상화폐 채굴 역할극 놀이(설계)
▶ 다음 주어지는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나머지가 0인 문제를 찾아보자

전개
(25분)

출처: https://pixabay.com/

- 준비물 : 상품(학용품 혹은 과자 등 20여 개에 1500원~11000원
정도의 가격을 적어둠), 가상화폐 QR코드(10코인) 50장~100장, 필기
구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함.
#[3차시 활동자료: QR코드]를 사전에 출력하여 준비한다.
1) 학생 3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6개 정도 구성한다.
: 대략 한 명이 5~10개 문제를 풀도록 하면 좋다. (모둠별 구성)
2) 선생님은 거래의 목적과 규칙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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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이용
하여 상품이나 학용품(공책, 연필, 볼펜, 지우개)을 얻는 것이다.
- 상품 구입은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금 복
잡한 산수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채굴 과정을
경험해 본다.
- 문항에서 나머지가 0인 문제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가상화폐
를 채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른 모둠에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조
용히 손을 들어 찾은 답을 선생님께 알리도록 한다.
- 정답을 맞히면 선생님이 10코인 한 장을 주게 된다. 이것을 여
러 장 모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상품 또는 학용품을 구입
할 수 있다.
3) 가상화폐는 채굴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화폐를 나누어 주
는 것이다. 학생들도 단순하지만 귀찮은 산수 문제를 통하여 가상화
폐의 채굴을 경험해보도록 한다. 여기서 채굴을 위해 주어진 산수 문
항의 정답은 나머지가 0인 문항을 찾는 것이다.
1) 5496 ÷ 16 = 343, R=8
2) 4240 ÷ 16 = 265, R=0
3) 8168 ÷ 16 = 510, R=8
4) 7740 ÷ 16 = 483, R=12
5) 1664 ÷ 16 = 104, R=0
6) 7513 ÷ 16 = 469, R=9
7) 122 ÷ 16 = 7,
R=10
8) 8542 ÷ 16 = 533, R=14
9) 1376 ÷ 16 = 86,
R= 0
10) 7585 ÷ 16 = 474, R=1
11) 5971 ÷ 16 = 373, R=3
12) 2417 ÷ 16 = 151, R=1
13) 5088 ÷ 16 = 318, R=0
14) 2009 ÷ 16 = 125, R=9
15) 6329 ÷ 16 = 395, R=9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3
5904
9000
4804
3024
6558
2650
382
1606
6272
1193
5897
6934
3792
1324

÷
÷
÷
÷
÷
÷
÷
÷
÷
÷
÷
÷
÷
÷
÷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
=
=
=
=
=
=
=
=
=
=
=
=
=
=

3,
R=5
369, R=0
562, R=8
300, R=4
189, R=0
409, R=14
165, R=10
23,
R=14
100, R=6
392, R=0
74,
R=9
368, R=9
433, R=6
237, R=0
82,
R=12

*빨간색 = 정답(나머지가 0인 문제)

> 활동에서 말하는 가상화폐의 채굴이란 가상화폐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때, 결과값이 0과 같은 형태가 되
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 0인 값을 암호화 결과값으로 하는 이유는, 암호화된 내용을 임의
로 수정하면 암호화된 결과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는데 0으로 해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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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값으로 바뀔 때 알아채기 쉽기 때문이다.
> 나머지는 숫자를 나눌 때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고 남은 숫자이
다. 예를 들어 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이고 나머지는 1이다. 6을 3
으로 나눌 경우 몫은 2이고 나머지는 0이므로 이 문제는 채굴에 성
공했다고 본다.
<감성적 체험>
[활동2] 가상화폐 채굴 역할극 놀이(활동)
▶ 각 모둠이 가진 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해보자.
- 문항에서 나머지가 0인 문제의 번호를 선생님께 알려준다.
- 다른 모둠에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조
용히 손을 들어 찾은 답을 선생님께 알리도록 한다.
-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인식시킨다. 어떤 내용
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 QR코드로 확인이 끝나면 선생님이 10코인 한 장을 주게 된
다. 이것을 여러 장 모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상품 또는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1) 나머지가 0인 문항 번호를 먼저 찾은 사람에게 순서대로 10코인
한 장을 지급한다. 모둠별로 각자 맡은 문항에서 나머지가 0인 값을
찾는 것이다. 다른 모둠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조
용히 손을 들어 찾은 답을 알리도록 한다.
2)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인식시켜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스마트폰 카메라 옵션에서 QR코드 인식을 가
능하도록 사전 준비한다. (답 : “가상화폐50코인1”)

가상화폐(10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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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채굴)가 어느 정도 끝나면 중단하고, 각 모둠이 가진 코인
으로 상품(과자 등)을 구매하게 한다. 이때 10코인을 약 500원으로
환산하여 상품을 살 수 있게 한다.(10코인의 환전 금액을 500
원~1,000원, 1,500원 등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활동 예시 사진

▶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의 개념과 채굴 과정, 거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았다. 가상화폐는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기관에서 발행
하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 나누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
정리
(10분)

을 보통 채굴이라고 부른다.
▶ 채굴이란 숫자나 문자를 이것저것 일일이 입력하면서 원하는 암호
값(0으로 시작하는)을 찾는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채굴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가상화폐의 구입 시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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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고정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
래서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 가상화폐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가상화폐개발
자, 가상화폐 거래의 해킹을 방지하는 가상화폐보안개발자, 가상화
폐의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전문가 등의 직업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모둠을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평가
상

중

하

가상화폐 채굴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자기

수학 문제풀이 활동에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평가

수 있었는가?
이러한 가상화폐 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직
업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각 핵심기술의
동료
평가

내용을 잘 이해시켰는가?
모둠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
했는가?

수업

가상화폐 및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과 그에 따른

평가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 채굴 활동 문제풀이 시 학생들이 스스로 풀지 않고 대충 맞추거나
지도상
유의점

다른 모둠이 소리 내어 답한 것을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
다.
- 감성적 체험에서 답을 맞히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란스
럽지 않도록 규칙을 지키도록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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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직업

▶ 가상화폐 거래 관련 직업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
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
크 전문가, 화폐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 관련 자료 링크
Ÿ

3경5000조Z$=1 달러…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폐기

http://m.kmib.co.kr/view.asp?arcid=0009541985#kmibhd
Ÿ

비트코인 열풍, 화폐 종말의 전조인가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26877.html

Ÿ

중국에선 구걸도 QR코드로...신용카드 뛰어넘은 LTE 시장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0111187A&category=AA006&sns=y

Ÿ

지역화폐를 가상화폐로…지방정부의 '독립경제' 실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0/2017053001539.html

Ÿ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

http://hankookilbo.com/v/0fe84dc3f991420eac6df306e5d92107

Ÿ

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1차 공식 예고편 (한국어 CC)

https://www.youtube.com/watch?v=8Tyj7CbplnY

Ÿ

가상화폐 채굴을 해서는 안되는 7가지 이유

https://www.the4thwave.co.kr/index.php/2017/11/07/btc11073/

43

3차시 참고자료

대안 화폐 전문가

▶ 미래의 직업 소개
옛날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 수 있었어요. 닭이 필요한 사람은
닭과 바꿀 수 있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물교환을 할 수 있었다.
대안 화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공인된 국가 화폐 외에 개인, 기업, 지방정부에서 만들
어져 사용되는 뮤추얼 크레디트 화폐, 원자재, 물물교환과 같은 화폐 또는 상품을 말한
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러화 및 유로화는 안정성이 계속 떨어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재블린 전략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퍼센
트 정도의 온라인 국제 거래가 대안 화폐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
고 보고 있다.
대안 화폐 전문가는 세계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
는 대안 화폐 거래를 통해 기업,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 창출에 힘쓸 것이다. 또 대안 화
폐 거래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자문을 담당하기도 할 것이다.
대안 화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회계, 무역, 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입사한 후 금융 실무 능력을 쌓아야 한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분
석력과 판단력, 자기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제 변동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도 갖추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안 화폐 전문가 [Alternative Currency Banker] (미래직업, 어디까지 아
니?, 2015. 06. 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6434&cid=47305&categoryId=47305&expCategoryId
=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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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금융 기술 전문가

▶ 미래의 직업 소개
거리에는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는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
어요. ‘이번에 적금이 만기되었는데 어디 좋은 상품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
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 바로 금융 기술 전문가이다.
금융 기술 전문가는 해당 금융 상품 및 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 분석,
유망 업종 및 유망 기업 선정, 주가 전망 및 정보 분석을 담당한다. 또 기업과 개인의
투자 자료, 주식 및 채권 가격, 이율, 기타 투자 정보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금융 상품
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분석하며, 개인 또는 기업에 투자 자문을 하고 투자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금융 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등을 전공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논리적 분석력,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관련 수치 자료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 기술 전문가 [Financial Technologist] (미래직업, 어디까지 아니?, 2015. 06. 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6437&cid=47305&categoryId=47305&expCategoryId
=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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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활동자료: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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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10코인)

가상화폐와 윤리문제

4차시

가상화폐 보험, 가상화폐 보안서비스,
수업

도덕/진로

차시

4/4차시

관련
직업군

투자실폐상담사,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가상화폐수익모

델개발자 등
과학

(7) 과학과 나의 미래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도덕

(4) 자연·초월과의 관계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
2015

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개정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② 과학 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사회

(12)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을 탐구한다.
진로와 직업
(2) 일과 직업세계 이해

[9진02-05]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수업을 통해 가상화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목표

윤리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토론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용 PPT, 필기구, 학생용 활동지, 프로젝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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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1> 신뢰의 거래 : 돌 화폐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는 미크로네시아연방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6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야
프(Yap)’섬에서는 ‘라이(Rai)’라는 커다란 돌덩이를 화폐로 사용하
고 있다. 돌 화폐 ‘라이(Rai)’는 돌의 크기로 가치를 평가한다. 그
래서 가장 큰 라이 화폐는 지름이 3.6미터에 두께가 50센티미터
나 되고 무게는 4톤에 이른다고 한다.”
#출처: 주간동아http://weekly.donga.com/List/Series/3/all/11/1198955/1

도입
(10분)

출처: 가상화폐가 돌덩이라고? 진짜 돌화폐 ‘라이’를 아시나요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all/11/1198955/1

▶ 야프섬 사람들은 4톤이나 되는 돌 화폐를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했을까?
: 야프섬 주민들은 무거운 돌 화폐를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가
일어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 믿어주었다.
<상황제시2> 돌 화폐 : 이어지는 내용
돌 화폐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인근의 큰 섬인 팔라우섬에서
만든 뒤 배에 싣고 야프섬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기울어져서 돌 화폐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돌 화폐는 너
무 무거워서 바다에서 꺼낼 수 없고 그 자리에 두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화폐의 소유는 어떻게 될까? 거래는 할 수 있을까?

▶ 물에 빠진 돌 화폐는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고, 거래는 할
수 있을까?
: 돌 화폐는 평소에도 이동하지 않고 누가 주인인지 믿어주는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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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바다 속에 빠져도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두 알고 있었
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돌 화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야프(Yap) 섬의 돌 화폐 ‘라이(Rai)’
를 통해 화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였다.
▶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화폐가 다양하게 변천해온 원인은
무엇일까?
: 바로 화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폐를 위조하거나 훔치거나, 해
킹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화폐는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발전해 왔다.

▶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한 가상화폐가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믿을 수 있는가?
: 가상화폐는 생각보다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몇 년 전 암
호화된 가상화폐가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자 한동안 놀랍도록 비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가 거래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가상화폐가 없
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창의적 설계>
[활동1] 가상화폐의 실제 거래 여부와 문제점 파악
▶ 새로운 기술이 보완되면 이런 가상화폐의 신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다음 사례들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다음
전개
(25분)

제시한 두 기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활동지에 적어
보자.
<사례1>

출처: 코인맵, 2018.08 세계 가상화폐 사용처
https://coinmap.org/#/

49

“스타벅스 커피 가상화폐로 결제”… 사용처 확 늘어날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로 실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온·오
프라인 가맹점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소매
업체도 가상화폐 결제를 간접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적
인 차원에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받아 들여지기는 아직 요원한 실
정이다.
(중간 생략)
가상화폐 사용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형 가맹점보다는 일부 중소가
맹점을 위주로 결제가 가능해 실제 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간 생략)
스타벅스는 직접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지는 않지만, 가상화폐를 공
식통화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비트코인으로 카페라
떼의 가격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이를 미국 달러로 바꿔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8.08.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0902101780024001&r
ef=daum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자
<사례1> 가상화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1.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었는가?

2. 스타벅스는 직접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공식통화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세계에서는 올해 여름까지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1만3
천여 곳으로 늘어났다. 국내의 사용처는 173개 정도로 가상화폐로 실
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현금, 카드결제 가능 지역보다) 적다. 가상
화폐 사용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형 가맹점보다는 일부 중소가
맹점을 위주로 결제할 수 있어 실제 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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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의 거래가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그 대표적인 이유는 가상화폐의 거래 처리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초에 5만6천 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1초에
고작 7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가상화폐
(알트코인, Alternative Coin, 이더리움 등)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 가상화폐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사례2>의 기사를
읽고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사례2>
(중략)
다음 내용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상화폐로 340억을 벌었으니 가상
화폐·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 10∼20명에게 1억 원씩을 보내 구제해주겠
다'는 글이 올라오자 쏟아진 댓글 내용 중 일부다.
댓글들 가운데는 유난히 자신을 20∼30대 등 젊은 층으로 소개한 사연이
많았다. '한순간 인생역전을 위해', '친구의 꼬임에 빠져', '전셋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시작한 비트코인 투자가 오히려 자신들을 빈털터리로 만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30대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작 구제해주겠다고 밝힌 당사자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재편된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300억∼400억 수준으로 재편된 사람이 나를 포
함해 한둘이 아닌데 다들 매스컴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을 뿐"
이라며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의 '수익인증 게시판'에는 수천만∼수억원의 수
익을 냈다는 게시글이 하루에만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나 앱 화면에서 '현재 수익' 부분 캡
처본을 첨부해 자신들이 실제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인증한다.
이달 11일에는 "현재 마이너스 3억 2천만원인데 이미 100만원으로 20억
원을 벌어본 다음이어서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댓글 약
400개가 달리기도 했다.
20∼30대들이 이와 같은 수익인증을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인증 글이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열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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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실제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담까지 접하면 모방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회사원 유모(39)씨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가상화폐 수익인증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회사 후배가 2천200만원으로 2억7천만원을 벌고 퇴
사하는 것을 봤다"며 "그 후에 친한 친구가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
에 투자하기에 나도 1천만 원가량을 넣었는데 지금은 함께 머리를 쥐어
뜯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는
이달 14일 오후 8시 기준 17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신기
술이 적용됐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들이 '투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30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신기술이 연계돼 있으니 자신이 변화와 개혁에
발빠르게 대응해 자수성가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갑자기 크게 돈을 벌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는 일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세우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
이다.
곽 교수는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팔랑귀'처럼 거
기 흔들려 동조심에 따라하게 되는 심리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열풍이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
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 한 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의 격차가 큰 사회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놓은 기성세대의 탓도 있다"며 "젊은이들이 가상화
폐에 몰리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인생역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다
른 계층 상승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그렇다고 가상화폐 거래를 무작정 전면 허용하면 궁극적
으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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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어렵다"며 "이것이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기를 바라는 젊은 층과
정부의 갈등이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8.01.15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4054900004?input=1195m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자
<사례2> 가상화폐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
-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을 기반으로 보면,
한순간 인생역전을 위해, 친구의 꼬임에 빠져,
전셋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등의 댓글로
1. 20-30대에서

가상화폐

설명할 수 있다

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 월급을 모아서는 집 한 채도 살 수 없을 정

무엇일까?

도로 부의 격차가 큰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마지막 인생역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
-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다른 계층 상승 수단이

2. 어떠한 것들이 젊은이
들에게 가상화폐 열풍으
로 몰아가는 영향을 주는
가?

없다는 것
-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의 '수익인증 게시판'에
실제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 글
- '현재 수익' 부분 캡처본 인증
- 실제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담까지
접하면 모방 투자로 연결

3. 특히 젊은 세대가 가상
화폐를 투기로 인식하고

- 가상화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금융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

상품과 달리 신기술이 적용됐다는 점 때문

유는 무엇인가?
- 신기술이 연계돼 있으니 자신이 변화와 개혁
4. 3번의 이유에 따라 젊

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수성가했다고 여기는

은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것

말하고자 하는지 그 대표

- 갑자기 크게 돈을 벌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적인 문구들을 적어보자.

숨기는 일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세우는 것

5. 가상화폐 과열 양상은
왜 일어나며, 어떤 사회심
리학 측면의 문제가 있을
까?

-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니
까 '팔랑귀'처럼 거기 흔들려 동조심에 따라하
게 되는 심리가 문제
젊은 계층: 부의 격차가 큰 사회경제적 구조를

6.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기를 바라는 젊은 층과
정부의 각 입장은 무엇인
가?

만들어놓은 기성세대의 탓이다. 가상화폐는 인
생역전의 기회.
정부: 가상화폐 거래를 무작정 전면 허용하면
궁극적으로 국부(나라가 지닌 경제력)가 해외
로 유출되는 효과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규
제하지 않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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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검증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와 같이 많
은 20-30대 청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이나 가상화폐 관련 사
이트의 투자 성공담이나 수익인증 글만으로 투자를 결심하는 일들이
결국 빈털터리로 만드는 일이 되었다.
> 남들이 성공했다는 말에 투자를 고민하거나, 동조심으로 투자하려
했다면, 신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했을 것이다.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경제 구조를 탓하며 인생역전을 노리는 투자는
결국 자기 욕심이고, 어린아이의 투정밖에는 안 된다.
> 신기술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투자하여 자수성가하겠다고 자부
하려던 마음은 오히려 투기로 이끌린 욕심이 아닐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겠다.
> 그리고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 사
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를 했다 해도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고, 종류도 수 천 가지나 되어서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
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 따라서 가상화폐의 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투자나 투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활동2] 관련 직업군과 윤리문제 토론하기
#모둠의 반은 1번을 진행하고 나머지 반은 2번 문제를 진행한다.
▶ 앞의 두 기사를 보고 가상화폐 거래의 윤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관련 직업군을 토의해보자.
1) <사례1>에서 살펴본 스타벅스와 같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기업
들이 생긴다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직업군들이 생겨나야 할지 모둠
별로 토의하고 발표해보자.
2) <사례2>에서 살펴본 20-30대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과
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남의 성공사례만 듣고 인생역전의 기
회로 투자하는 등)를 해결할 방안과 이와 관련된 어떤 직업군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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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나야 할지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보자.
3) 활동 시 참고자료(4차시 활동자료)를 활용
>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알려져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이 심해서 실제 거래에
서 사용하기 어렵고, 거래과정에서 해킹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가상화폐 분야가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
는 산업이 될 것이고, 관련된 직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베네주엘라와 같이 자국의 화폐가 기능을 상실한 나라에서는 가상화
폐(페트로)가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기도 했다. 2030년쯤 되면 가상화
폐가 전체 통화의 1/4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출처: https://pixabay.com/

▶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윤리문제를 알아보았다. 가상화
폐는 가치 변동이 극심해서 실제 거래에서는 사용되기 어렵고, 무
분별한 투기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의 신뢰 문제를 지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가
정리
(10분)

상화폐가 화폐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인 신뢰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 그리고 가상화폐의 이러한 모습은 비록 부정적인 면이지만 새로운
직접의 등장의 가능성도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가인 가상화폐 애널리스트나, 신뢰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인 가
상화폐 보험, 가상화폐 보안서비스, 투자실폐상담사 등의 등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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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 볼 수 있다.
▶ 하지만, 가상화폐는 점점 사용이 늘어나리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
이어서 가상화폐의 윤리와 관련된 직업으로 가상화폐 개발 기업의
윤리 및 영업비밀 문제 등을 다루는 기업비밀보호전문가, 가상공
간의 로봇을 이용해서 금융거래의 문제점을 탐색하는 로보어드바
이저개발자, 가상화폐의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스캠(가짜 가상화폐)
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상화폐수익모델개발자 등의 직업이 주
목을 받게 될 것이다.
▶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모둠을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상

중

하

가상화폐의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파악하게 되었는가?
자기
평가

가상화폐의 실제 거래 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가상화폐의 윤리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직업의 가능
성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동료
평가
수업
평가

다른 모둠에서 발표할 때 사회 문제를 잘
이해시켰는가?
토론할 때 서로 존중하여 참여하였는가?
가상화폐의 윤리와 관련된 올바른 투자의
개념과 그에 따른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 토론형 수업일 경우 : 토론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가 필
요하다.
지도상
유의점

- 화폐의 신뢰와 윤리적 해결방안을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한다.
- 4차시는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여 가상화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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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참고자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직업

▶ 가상화폐 거래 관련 직업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
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
가, 화폐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가상화폐수익모델개발자

▶ 관련 자료 링크
Ÿ

가상화폐가 돌덩이라고? 진짜 돌화폐 ‘라이’를 아시나요(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all/11/1198955/1

Ÿ

코인맵(가상화폐 거래 가능한 곳 검색)
https://coinmap.org/#/map/37.55369592/126.90067291/12

Ÿ

“가상화폐 ‘존버’ 했지만… 1억이 1000만원 됐다”(한국일보)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6261842073388

Ÿ

금융 데이터 분석 엔진,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자(주식회사 에쓰비씨엔)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324172/job_postings/88240/금융-데이터-분석-엔진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에스비씨엔

Ÿ

[이슈 속으로] 전 세계 상장된 ‘잡코인’ 1500개 … 하룻밤 새 100% 널뛰기도(중앙일
보) http://news.joins.com/article/22342086

Ÿ

81%가 사기…ICO 품질 논란(크로스웨이브) https://crosswave.net/?p=3610

Ÿ

[카드뉴스] 왕초보를 위한 용어풀이, 스캠(Scam)이란?(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975

Ÿ

"원금 손실 없다" 말에...신종 가상화폐 사기(YTN)
https://www.youtube.com/watch?v=Whs9QJkQFME

Ÿ

스캠코인 검색 사이트(데드코인스) https://deadcoins.com

Ÿ

미래학자가 본 가상화폐 미래는? "2030년 통화 25% 대체할 것"(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1474.html

Ÿ

영남일보, 현실에 절망한 청년들 투기. 도박꾼? 가상화폐 내 삶 바꿔줄 선택,
2018.01.20.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80120.010050730040001

Ÿ

[최은수 기자의 미래이야기]신개념 가상화폐의 부상∙∙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매일경
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115
57

4차시 참고자료

<사례1> “스타벅스 커피 가상화폐로 결제”… 사용처 확 늘어날까

“스타벅스 커피 가상화폐로 결제”… 사용처 확 늘어날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로 실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도 가상화폐 결제를 간접적
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받아들
여지기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과연 가상화폐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 개별 점포들이 구세주가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비트코인 사용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맵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비
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1만3037개다. 비트코인 사용처는 2013년 11월 처
음 1000개를 넘어선 이후 2014년 11월 5000개, 지난해 10월 1만개를 돌파했다. 비트코
인 사용처는 주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유럽과 북·남미, 일본, 한국 등에 많았다. 한국
에만 비트코인 결제 가맹점이 173개 정도 있고, 북한에도 5개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결제처까지 합하면 한국에만 300개
의 가상화폐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화폐 사용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형 가맹점보다는 일부 중소가맹점을 위주로
결제가 가능해 실제 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ICE와 손잡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키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사용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ICE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과 손잡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크트(Bakkt)'를 설립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바크트에서 거래되는 첫 가상
화폐는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직접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지는 않지만 가상화폐를 공식통화로 전환
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비트코인으로 카페라떼의 가격을 지불할 수는 없
지만, 이를 미국 달러로 바꿔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시장에서는 스타벅스의 가상화폐 수용 결정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합법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N은 "스타벅스의 가상화폐 수용 결정은 비
트코인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합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결제처는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대형 가상화페 거래소 빗썸은 전자결제서비스업체 한국페이즈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수천 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빗썸은 설빙과 토다이, 카페드롭탑,
양키캔들 등의 제휴처를 우선 마련한 뒤, 가맹점을 확장할 예정이다.

58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제휴 사용처인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사용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형 소매업체가 가상화폐 지불을 수용한다면 사용처 규모는 보다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8.08.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0902101780024001&ref=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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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투기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인생 역전하고 싶어" 가상화폐 빠진 2030…"투기 인식도 없어“
"동조심에 따라하게 되는 심리 문제"…"부의 격차가 큰 사회경제적 구조 탓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 1년을 휴학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좋다는 소식에 투자해서 1천만원
이란 거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르던 비트코인이 떡락(크게 떨어짐)해 현재
빈털터리입니다. 400만원이라도 등록금 부탁합니다. ○○은행 ×××-×××××-×××"
"20살 청년입니다. 저희 집은 빚만 2억 이상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비트
코인에 인생역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모아 둔 300을 투자했는데 다 잃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은행 ××××-××-×××××"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상화폐로 340억을 벌었으니 가상화폐·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
람 10∼20명에게 1억원씩을 보내 구제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쏟아진 댓글 중 일부다.
댓글들 가운데는 유난히 자신을 20∼30대 등 젊은 층으로 소개한 사연이 많았다. '한순간
인생역전을 위해', '친구의 꼬임에 빠져', '전셋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시작한 비트코
인 투자가 오히려 자신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30대가 비
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작 구제해주겠다고 밝힌 당사자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재편된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300억∼400억 수준으로 재편된
사람이 나를 포함해 한둘이 아닌데 다들 매스컴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을 뿐"
이라며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의 '수익인증 게시판'에는 수천만∼수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게
시글이 하루에만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나 앱
화면에서 '현재 수익' 부분 캡처본을 첨부해 자신들이 실제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인증한
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작성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대단하다'고 칭찬하거나 '비법을
전수해달라', '도와달라'며 읍소한다.
이달 11일에는 "현재 마이너스 3억 2천만원인데 이미 100만원으로 20억원을 벌어본 다
음이어서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댓글 약 400개가 달리기도 했다. 20∼30
대들이 이와 같은 수익인증을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인증 글이 젊은
이들의 가상화폐 열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실제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담까지 접하면 모방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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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유모(39)씨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가상화폐 수익인증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회사 후배가 2천200만원으로 2억7천만원을 벌고 퇴사하는 것을 봤
다"며 "그 후에 친한 친구가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기에 나도 1천만 원
가량을 넣었는데 지금은 함께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는 이달 14일 오
후 8시 기준 17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신기술이 적용됐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들이 '투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30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
고 인식하지 않고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신기
술이 연계돼 있으니 자신이 변화와 개혁에 발빠르게 대응해 자수성가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갑자기 크게 돈을 벌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는 일이 많았던 과거
와 달리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세우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팔랑귀'처럼 거기 흔들려 동조
심에 따라하게 되는 심리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열풍이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월급을 모아
서는 집 한 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의 격차가 큰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놓은 기
성세대의 탓도 있다"며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인생역전 기
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
만,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다른 계층 상승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그렇다
고 가상화폐 거래를 무작정 전면 허용하면 궁극적으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하지 않기도 어렵다"며 "이것이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기를
바라는 젊은 층과 정부의 갈등이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40549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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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절망한 청년들 “투기·도박꾼? 가상화폐 내 삶 바꿔줄 선택”

“서민들에겐 희망이다”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한 임기준씨(31)는 가상화폐를 이렇게 평가했다.
임씨는 지난해 10만원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갔다. 이후 100만원까지 수익이 오르기
도 했다. 그는 이후 자본금을 더 투입하고 현재 하루 종일 가상화폐 앱을 보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좀 더 큰 금액을 투자할걸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주변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8만원을 투자해 280억원을 번 청년의 사례나 5천만원으로 60억원을 만들었다는 직
장인의 사례가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회자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갖고 가
상화폐 앱을 더 들여다보게 된다고 했다.
임씨는 가상화폐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로또도 구입하고 있다. 로또는 일주일에
1만~2만원가량을 꾸준히 구입하고 있다. 임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지금 월급으로 언
제 돈을 모아 결혼하고 내 집 장만을 할지 솔직히 눈앞에 캄캄하다”며 “노력으로 삶이
나아지는 건 한계가 있으니 가상화폐나 로또를 사게 된다. 그게 삶을 바꿔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투기니 도박꾼이니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그나마 가능한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가상화폐 투자 대부분이 2030세대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4천100여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20대와 30대 이용자가 각각 29%를 차지했다. 전체 투자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
는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드는 것은 계층 상승 사다리가 사라지
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역대 최악의 청년취업난, 취직
을 한다 해도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상화폐와
로또는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므로
일확천금을 얻어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며 “과거 로또나 주식, 부동산 투기가 그랬
고 이제는 가상화폐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는 비단 직장인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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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비트코인 앱 이용자의 연령층은 30대가 32.7%로 가장
많았으나 20대(24.0%)와 50대(15.8%)도 많았고 10대도 6.5%나 됐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
유가 많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24시간 앱 시세를 확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
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했으나 ‘우회로’를 찾아 투자하는 10대들도 여전
히 많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과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거래 규제
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기도 했다.
▶ 오락가락 규제…거품 언제 빠지나
하지만 임씨의 경우처럼 수익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다. A씨(34)는 지난해 가상화폐 붐
이 시작될 때 3천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이를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주변인들이 용돈벌이를 하는 것을 보고 금액을 높여서 투자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순식간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3천만원을
날렸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했다.
정부는 규제로 투기 광풍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투기 광풍을 꺾을지는 미지수다.
규제 자체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오히려 광풍에 기름을 부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회 현실과 가상화폐 광풍을
막아야 하는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 폭락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잃게 된 2030세대는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투
자금을 빼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나 오히려 저점매수 타이밍을
노리거나 우회로 가상화폐에 계속 진입하는 등 투자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문제는 언제
빠질지 모르는 가상화폐의 거품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존버정신’(오래 참고 끝까지 버
팀)이란 말이 화제다.
박한우 교수(영남대)는 “한탕주의가 가상화폐 시장에 만연해 있다. 부동산에선 감정가, 시
세, 공시지가 등으로 가치 판단이 되는데 가상화폐는 초기단계이며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의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요행이 아니
라 분석으로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큰돈을 번다는 이야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영남일보 2018.01.20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80120.0100507300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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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활동자료: 가상화폐 관련 직업군]

1. 디지털포렌식수사관

2. 빅데이터전문가

3.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디지털
자료를 확보·복구하며, 이를
분석해 법적 증거자료로 만
드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먼저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
터 메모리, 하드디스크드라
이브, USB 메모리, 서버 등
저장 매체에서 범죄의 단서
가 될 만한 데이터를 압수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시장의 경제상황 등을 예측
하며

데이터 속에 함축된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를 수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도출

집·분석·예측하여 소속 금융

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부가

사 또는 일반 투자자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량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
석한다.

한다.

4. 데이터마이너

5.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6. 컴퓨터보안전문가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는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
데이터마이너는

데이터를

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LAN(Local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분석

이용하여

Area

정보시스템에 침입해 중대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Network：구내정보통신망),

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

WAN(Wide Area Network：

괴하는 등의 범죄행위인 사

가 있지는 않은지 알아내기

광역통신망), 인터넷, 인트라

이버테러의

도 한다.

넷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정보를 보호하는 일

위협으로부터

개발·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통신망운영기술자

8. 손실방지전문가

9. 정보시스템운영자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장애

통신망의 병목현상을 해소
하고, 통화 완료율 향상 및
기존망 효율 극대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한다.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안전
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요인을 처리한다. 컴퓨터시
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며
각종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
업과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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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간(P2P)대출전문가

11. 핀테크전문가

12.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대출 원하는 사람과 개인
투자자를 중개 대출을 필요
로 하는 개인의 재산상황이
나 신용등급매출 등을 분석
하여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설정하고 대출을 원
하는 사람과 개인 투자자를

금융상품 개발, 제휴업체 관
리, 결제 및 송금 시스템 구
축 및 보완 프로그램, 데이
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의 일을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종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
리, 가공 및 입력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 관리, 분석
하는 일을 한다.

중개한다.

- “이 교재는 2018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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