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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상황제시

시작은 그 무엇보다 어렵지만
계속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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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력과 호기심
-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데이터 기록의 종류 탐구해보기

데이터 기록은 우리 생활에서
왜 필요할까?
데이터 기록이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데이터(Data)’의 정의를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1) ‘빅 데이터’, ‘데이터

기록의 역사
인류의 최초 문자는 기원전
3천년

경의

쐐기문자

컨트롤타워’, ‘데이터 마이닝’ 등 오늘날에는 ‘데이터’가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로서 널

(Cuneiform

리 사용되고 있지만, 데이터는 꼭 컴퓨터로만 기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적

이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기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
떤 데이터 기록들을 이용하는지 살펴볼까요?

Script)이다.

은 점토판, 석판에 남겨진
것들이다. 최초의 책의 기원
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 기록들부터 생각해봅시다. 수업시간에 공책
에 적는 필기노트, 학급에서 토론하고 건의사항을 적는 학급일지, 일기, 출석부

이며 대략 BC 3000년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

등이 있겠네요. 벌써 위의 데이터들을 작성하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된
기록자들이시군요! 그럼 전자기기를 활용한 데이터들도 생각해봅시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로고들인가요? 우리는 SNS에 그날 있었던 일을 업로드하고,
소통하고,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데이터 기록들이죠! 포털사이트는 사람
들의 검색 내역들을 기록하여 실시간 검색순위나 연관검색어, 최근 검색한 항목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슈나 정보를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활동해보기

우리 생활에서 데이터 기록은 왜 필요할까?

ü 데이터를 기록해서 경험했던 긍정적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ü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아 경험했던 불편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ü 우리 생활 속 데이터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www.stdict.korean.go.kr (2020.12.16. 검색)
2) 원유홍, 서승연 (2004),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라픽스,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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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까?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의 데이터 기록!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데이터 기록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 중 예술, 식품, 기술, 의료분야의 데이터
기록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예술가들의 데이터 기록을 알아볼
까요?

Q1. 다음 그림은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

유롭게 말해볼까요? (주제, 내용, 분위기 등)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화가이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짧은 생애였지만
다수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고흐. 자신의 귀를 자른
일화로도 유명하다. 훗날 그의
작품은 20세기 야수주의와
표현주의가 발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고흐 웹사이트
고흐의 다양한 작품과 정보를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1885

https://www.vangoghmus
eum.nl/

Q2. 다음 편지를 읽은 이후에는 그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를 내밀고 있는

고흐와 테오의 편지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테오는 고흐를 재정적,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

정서적으로 지원해준 동생이다.

다.

고흐는 약 19년간 테오와

-1885년 4월 30일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1890년
고흐가 37살 때 가난, 질병,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테오와
편지를 주고 받았다.

편지가 없이 그림만 보았을 때는 마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 같았지
만, 고흐는 그들의 노동을 숭고하게 바라보고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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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읽기 전과 후 그림이 다르게 보이거나 작품이 더 잘 이해되지 않았나요?
이처럼 개인의 편지 한 통의 기록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작품 혹은 작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작가의 그림과 편지를 살펴봅시다.

Q1.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중섭 (1916-1956)

한국 대표 근대 서양화가 중

<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 1954

한명인 이중섭은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이중섭은 일본유학시절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두

Q2. 다음 편지를 읽고 위 그림에서 느껴지는 단어는?

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후
북한의 공산 치하로 인해
예술 창작 활동에 제한이
생겨 남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가족들은 일본으로
가게 되어 40세에
정신이상과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번역)태현에게

<서귀포의 환상>,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 <황소>,

나의 태현아 건강하겠지, 너의 친구들도 모두 건강하니? 아빠도 건강하다.

<달과 까마귀> 등이 있다.

아빠는 전람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아빠가 엄마, 태성이, 태현이를 소
달구지에 태우고 아빠가 앞서 황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렸다. 그만 몸 성해라.

이중섭 웹사이트
이중섭의 다양한 작품과
정보를 아래 사이트에서 볼

- 아빠가 -

수 있다.
http://culture.seogwipo
.go.kr/jslee/index.htm

위 작품은 근대 한국 미술의 대표작가인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림 하단의 작가의 편지로 인해서 그림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내용은 무
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지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미루어보았
을 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작가의 상황과, 외로운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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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기술·의료 분야의 데이터 기록!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로고>

식품
데이터 기록 확인해보기
교과서에서 언급한 사이트를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위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마크를 본 경험이 있나요?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방문하여 데이터를

이라고 합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이용해봅시다.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깨끗하고

HACCP
https://www.haccp.or.kr/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3) 우리는 마트에서 이 마크의 정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식품의 안전성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HACCP’는 ‘해’ 이라고
지칭합니다.

기술

학교에 오는 동안 몇 개의 CCTV를 보았나요? 안전행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CCTV 설치 대수는 4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 방범용 CCTV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관제요원이 운영하
는 통합관제센터는 CCTV 영상 자료들을 이용하여 범죄예방, 시민보호, 범인 검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노출 될 것 같아 걱정되나요? 경찰의
통제 하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으
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예술·식품·기술·의료 분야 이외에 어떤 데이터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생각해볼까요?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haccp.or.kr/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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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여러분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과거의 병력을 물어보시거

나, 증상에 대해 설명해주셨을 때 의료용어가 생소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몇 달
이 지나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전 설명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경험은요?
이럴 때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여러분

정부24 진료내역 정보 조회
https://www.gov.kr/porta

이 진료 받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

l/service/serviceInfo/PTR

24에서 여러 정보들을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정

000050357#none

보도 포함이 되어있지요.
앞서 데이터 기록이 무엇인지, 예술·식품·기술·의료분야의 데이터 기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기록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데이터라
는 용어가 친근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들은 어떻
게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더 생각해보기

데이터 기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할까?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도 있
겠죠? 아래의 데이터 기록지 양식들을 참고하여 데이터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미술 작가노트(포트폴리오) 양식
제목, 작가이름
소제목, 연도
10~20줄 정도
작성
제작 정보

제작 동기, 컨셉, 메시지, 과거, 현재, 미래 진행과
정

연구노트의 주요기능
① 연구과정 기록
② 연구결과 법적보호

작업 및 촬영 연도, 에디션, 기법, 사이즈

③ 지식의 전수
④ 발명자 특정
⑤ 연구 독창성

▶ HACCP 제품설명서 양식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
품목 제조 보고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제조(포장)단위

연구자들의 기록 양식
살펴보기
연구노트포털
https://www.e-note.or.kr
/main/home.do
연구노트 우수사례 및 작성

▶ 연구노트 양식

양식 수록

과제명
실험명:
목적:
실험방법:
실험결과:
확인자/증인:

과제번호
<이미지, 비고 등>

일자:

발명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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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창의적설계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렌 버핏(Warren Buffett, 1930~) -

2

응용력
- 데이터 기록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 데이터 기록이 조작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 실험정신
-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데이터
기록을 작성했을까?
- 데이터 기록자가 되어보자!

데이터 기록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데이터 기록의 파급력 알아보기
지난시간 우리는 데이터란 무엇이고, 데이터 기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가 기록된 이후 데이터 기록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록을 이용해 학습, 기업 운영, 범죄자 검거, 교통체계 변화 등 다
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결과
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중 먼저 데이터 기록을 이용해 범죄자를 검거한 긍정적
사례에 대해 살펴봅시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
(Boston Marathon
bombing, 2013)
지난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점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테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관중 26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사망하였다.
정치적인 갈등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

현장사진>4)

상대로 무차별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진 속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은 수많은 인원과 넓은 범행현장으로 인해 사람들

비난을 받았다.

은 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테러 수사
국은 데이터를 이용해 불과 나흘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보스턴 테러 수사국은
CCTV,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검거 했
다고 밝혔습니다.

4)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st_Boston_Marathon_blast_seen_from_2nd_floor_and_a_half_block_away.jpg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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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시 교통카드를
찍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교통카드를 승하차할 때
찍으면 요금청구 및
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승객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승객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버스 노선 신설,
조정 등이 결정된다.

서울:
종합관제센터/TOPIS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 카드뉴스 중 일부>5)

웹사이트
https://topis.seoul.g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2020.04.23)에

o.kr/

의하면, 교통카드 기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 편도 이용요
금, 환승횟수, 평균 출근시간, 가장 환승이 많은 정류장 등의 이용실태를 분석한다
고 합니다.6)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버스노선을 개선하거나 운영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매일 이용하는 교통을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더 빨리,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확진환자 동선 공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
태로 인해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였습니다. 확

진자의 동선은 역학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로는 확진자의
진술, 카드사용내역, GPS, CCTV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관리되고 유용
하게 사용되어 행정안전부는 재난상황에 방역, 접촉자 관리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309/100074533/2

7)

개인의 기록이 공적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아
니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하는지 토론해봅시다.

5)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expressway/posts/1757373761074458/ (2020.12.16. 검색)
6) 정부24,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47670 (2020.12.16. 검색)
7) 동아일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VS“공익”’, (2020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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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록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사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사건명

주요내용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까지 다양하게

사례1

조사해봅시다.

사례2

사례3

▶ 친구의 발표를 듣고 인상 깊었던 사례를 정리하여봅시다.
친구들의 발표내용을

사례명

경청하여 사건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해봅시다.

1
인상깊었던 이유

사례명

2
인상깊었던 이유

더 생각해보기

데이터 기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생전 처음가보는 목적지에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지도, 이정표가 없이 가야한다면
어떨까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던 데이터 기록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봅시다!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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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데이터 기록이 불러온
사건과 사고들!
데이터 기록의 부재와 조작
앞서 우리는 데이터 기록의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
고 조사해보았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조작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록 조작사건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2005)’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윌리엄 서머린
(William T.

<황우석 박사 연구논문 내 조작된 줄기세포 이미지, 2005>

Summerlin:1938~)의
‘색칠한 쥐’ 사건
(1974)
윌리엄 서머린은 뉴욕에 있는
슬로언 케터링 연구소에서
피부안 연구를 하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인간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발표가 사실은 조작된 내용이었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
해 줄기세포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였
습니다. 이후 황우석 박사는 교수직 파면과 더불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역학자이다.
그는 유전적으로 피부 조직의
이식을 쉽게 하기 위한 조직
배양 기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연구성과에 욕심낸 그는 실험을
조작하였고, 이 일은 미국 내
대중적 주목을 끌었던 최초의
데이터 조작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윌리엄 서머린의 색칠한 쥐, 1974>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데이터 기록 조작 사건으로는 미국 윌리엄 서머린
연구원의 ‘색칠한 쥐(1974)’ 사건이 있습니다. 윌리엄 서머린은 연구 소장과의 면담
을 앞두고 흰쥐의 이식된 피부 조각을 펜으로 검게 칠한 뒤 검은 쥐 피부 조각을
흰쥐에 이식하는 획기적인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가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
은 데이터 조작에 의한 것으로 그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라
는 연구소 측으로부터의 압력,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임상과 실험의 부담이 겹쳐 판
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고와 더불어 연구윤리를 어겼다
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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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윤리는 무엇일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데이터, 연구, 기사 등의 정보
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변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
실을 전달해야합니다. 즉, 객관적이게 기록되어야한다는 것이죠.

연구윤리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윤리센터를 통해
연구윤리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투표기간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변형되거나 유권자와 관련된 자동완
성기능 혹은 연관검색어 기능이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포털사이트
혹은 지지단체가 그들의 이익,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유권자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즉,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

연구윤리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cre.or.kr/

하기 위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례들처럼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SNS에 과대광고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상품판매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데이터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이죠.
앞에서 알아본 두 사건 이외에도 식품, 포털사이트, 뉴스 등 각종분야에서 여러 데
이터 들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조작되곤 합니다. 어떤 데이터 조작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해봅시다!
▶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데이터 기록이나 조작된 사건을 찾아봅시다.
사건명

주요내용

연구윤리가 위반된 이유

활동해보기

데이터 기록의 조작과 부재는 왜 발생할까?

ü 데이터 기록이 조작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ü 연구윤리를 지기키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할까?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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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경찰의 데이터 기록 엿보기
예술가와 경찰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기록했을까?
이제 데이터 기록과 많이 친해졌나요? 이제, 직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예술가와 경찰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였는지, 기록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지미술은 오랜 기간 전시되기도 하지만 전시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지미술
영국과 독일에 이어

럼 크리스토퍼는 유동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어떻게 그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기록

미국에서 특히 성행을 한

하였을까요? 대지 미술가 크리스토 자바체프는 수십 년 동안 구상한 작품 제작 과

예술 장르로 비디오아트처럼
건축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예술로 표현한 것이다.

정을 드로잉, 모형, 콜라주 등을 통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제작과정을 사진과 설
명, 제작연도에 따라 그의 홈페이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이는 작
품은 크리스토 자바체프의 ‘The Floating Piers’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그가 무
엇을 기록하고,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였는지 생각해봅시다.
그의 기록이 작가의 아이디어, 주제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을 잘 포함하고
있었나요? 또한, 크기, 위치, 재료, 기간 등의 작품의 정보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

신원 미상 변사 시신 정보

방문해서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사이트

여러분 변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2009년부터 유가족과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다.

변사자란 부자연적이게 사망한 사람 혹은 부자연사
의 의심이 있는 시체를 의미하는데요. 그 중 하루에
3명가량의 신원미상자변사자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 데이터 기록
하단의 그림처럼 작성된
치과치료 정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원미상변사자 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신원 미상 변사 시신
정보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여 유가족을 찾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사자 정보로는 시신 발견일

범죄자 등의 정보를 파악할

시 및 장소, 사망 추정일시, 성별, 추정 연령, 혈액

때에도 사용된다.

형, 옷 입은 상태, 신체적 특징, 치과치료 흔적, 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www.nfs.go.kr

술 등 흔적, 소지품 목록 등이 있습니다. 변사자로
부터 위의 정보들을 수집한 것도 신기한데 이 내용
으로 유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 않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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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기록부 일부>

크리스토 자바체프의 <The Floating Piers>
작품기록 과정
크리스토 자바체프
(Christo Javacheff,
1935-2020)

2014

좌 드로잉, 35.2 x 22.2cm (13 7/8 x 8 3/4"), 연필, 목탄, 파스텔
우

불가리아 출신의 대지
미술가이다. 프로젝트별

연필, 왁스 크레용, 에나멜 페인트, Wolfgang Volz 의 사진, 지도, 직물

다양한 작품과 정보를 아래

샘플 및 테이프, 43.2 x 55.9cm (17 x 22")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크리스토 자바체프
웹사이트
크리소토 자바체프의 다양한
작품과 정보를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christojeanneclau

다이버는 파단 하중이

2015

2015년 8월부터

20미터 톤인 폴리

2016년 5월, 작업자는

이탈리아 북부의 4 개

에스터 보호층으로 덮인,

산 파올로 섬과 몬테이

회사가 총 22 만 개의

초고 분자량 폴리에틸렌

솔라 섬을 연결하기

고밀도 폴리에틸렌

(UHMWPE)으로 만든

위해 100x16 미터

큐브를 생산하도록

로프를 호반의 앵커 중

섹션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하나에 연결하여 부두를

설치합니다.

de.net/

제자리에 유지시킵니다.

▼

2016
6월 15일 저녁부터 6월 17일 저녁까지 팀은 술자 노와 페 스키 에라
좌 마라 글 리오의 교각과 보행자 거리에 100,000 제곱미터의 반짝이는
달리아-노란색 천을 펼칩니다.
우 떠 다니는 부두, 이세 오 호수, 이탈리아, 2014-16

<The Floating Piers>, 크리스토 자바체프, 2014-2016>8)

8) 크리스토 자바체프, https://christojeanneclaude.net/projects/the-floating-piers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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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를 이끄는
준비된 기록자 되어보기
데이터 기록지를 구상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에 기록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록자로써 알아
야할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과정을 통하여 나만의 데이터 기록지를 완성해 봅
시다!
▶ 마인드 맵을 통하여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싶은지 적어봅시다.
평소 내가 관심이 있거나

마인드 맵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필요한 주제로 선정하여봅시다.

① 중심 이미지
② 핵심단어
③ 그림
④ 주가지
⑤ 부가지
⑥ 세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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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맵의 중심 주제이며 제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핵심단어 또는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중심이미지와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의 글에서 문단 역할을 하며
문단의 중심 내용을 표시하는 가지입니다.
주가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가지입니다.
부가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가지입니다.

▶ 앞서 기획한 데이터 기록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데이터 기록지를
구성해봅시다. (※ 결과물은 반드시 마인드맵을 통하여 설명서를 작성합시다.)
제목:
기록 목적:
기록 일정: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활동이 끝난 후 우리 반
커뮤니티에 업로드 할 나의
기록지에 대한 설명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다른
친구들의 기록지도 살펴봅시다.

나만의 기록지를 잘 작성하였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셀프 평가를 해봅시다.
( 1. 매우아니다 / 2. 아니다 / 3. 보통이다/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1

나에게 필요한 주제로 선정하였다.

1

2

3

4

5

2

증명해줄만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1

2

3

4

5

3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포함하였다.

1

2

3

4

5

4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게 구성하였다.

1

2

3

4

5

1

2

3

4

5

5

수업 이후 나 혹은 친구가 나의 기록지를
사용할 것 같다.

총 합계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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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감성적체험

내가 아는 가장 귀중한 상품은 정보이다.
- 고든 게코 (Gordon Gekko),
월 스트릿트 (Wall Street, 1987) 영화 대사 -

4

아이디어에 대한 인내심
- 아이디어 공유하기
- 피드백을 반영해보자!

5

태도 함양
- 데이터 윤리를 지키는 방법은?
- 데이터 기록자들의 인터뷰
- 직업탐색 : 빅 데이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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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유와 발전
아이디어 공유하기
▶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친구 기록지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작성해봅시다.
이름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 친구들이 말해준 나의 데이터 기록지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하고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장점

단점

어떻게 하면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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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통한 성장
▶ 친구들의 작품에서 좋았던 부분을 참고하여 나의 기록지를 개선시켜봅시다.
이때 친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나의 기록지와
어울리게 변형하여
사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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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생생 현장 인터뷰!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
TV에서 음식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리사들이 마스크 및 장갑
을 착용하면서 청결유지에 힘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연합뉴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는 냉장고가 원인", 2020년 8월12일자>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JUFAGYI. /안산=연합뉴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이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려고 역학조사 당일에서야 보
존식을 채워 넣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내역도 허위로 작성했다며 원장을 역학
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이 발병할 당시 보존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index.do#popupzone

건은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원인은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의 수사는 시작됐지만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어
요. 이런 문제점을 보았을 때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식자재의 납품과정, 보존
식 보관관리 , 날씨 등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건강과도 바로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죠. 그럼 식품에서도 얼마나 기록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식품업계에
종사자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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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관리자의 역할

HACCP관리자로서 식품관련법령 등을 적용하여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등에서 사용하
는 원료별, 제조공정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설정된 한계기준
을 모니터링, 개선, 검증하는 등의 HACCP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요소를 예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 위생점검과 사내위생교육
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식품관련 공장 필요한 다양한 기록지
식품·제약 등 여러분의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만드는 공장들은
HACCP인증을 받기위해 새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라인을 새로 구축합니다. 이 인
관련 직업 더 알아보기
식품위생관리사, 식품마케터

증을 받기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록이 담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HACCP 12절차 7원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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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
❍ 식품생산관리사에게 필요한 기록지

관련 직업 더 알아보기
식품위생관리사, 식품마케터

<HACCP 제품설명서>
공장을 설립하는데도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공장 생산라인에서도 정말 많
은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해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HACCP 기준요건을 잘 따라야 하는데 이때 작업장 환경점검
을 위한 기록지, 조도 기준 확인을 위한 기록지, 물을 관리하는 용수 서류, 작
업과정 중 개선사항에 대한 기록, 원료, 부자재에 관한 입고검사 및 기록지, 정
기적인 검사 서류부터 포장 자재의 법적 규격 확인 서류 등 위생적인 식품생산
에 필요한 기록지를 꾸준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음
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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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 탐색 : 빅 데이터 분석가
빅 데이터 분석가란?
기술의 발전으로 문자, 이메일, SNS 등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들이 데이터망에 저
장되고 있습니다. 즉, ‘빅 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한 것이죠.
빅 데이터 분석가(Big Data Analyst)는 '디지털 사이언티스트(Digital Scientist)'
혹은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로 불리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각종분야에
빅 데이터(Big-Data)란?
빅 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겨나는 거대한

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규모,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 데이터 분석가들의 업적 찾아보기

빅 데이터라는 용어는
2015년 미국

빅 데이터 활용사례, 신문기사,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빅 데이터 분석가들이 자세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히 어떤 일을 하고, 성과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공유해봅시다.

등장하였다.
2012년 시장조사기관인

이름

내용

가트너 주식회사(Gartner,
Inc)이 빅 데이터를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한 바가
있다.

빅 데이터 관련 학과
데이터와 관련된 웹사이트

빅 데이터 관련 학과로는 아래와 같은 학과들이 있어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www.kdata.or.kr/
K-ICT 빅 데이터 센터
https://kbig.kr/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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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
·통계학
·수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