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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 되어보기

21세기의 원유-빅데이터
나의 인생 데이터
▶ 자신의 인생 데이터를 되돌아 볼 수 있다.
[활동1] 데이터 분류 기준 세우기
-현재까지 주요 과제(포트폴리오) 찾아보기 -과제(포트폴리오) 공유하기
[활동2] 데이터 인생 에세이 작성
-분석틀을 통한 데이터 분류
-인생 에세이 작성하기
[활동3] 인생 에세이 공유하기
-인생 에세이 팀원별 공유하기

생각 열기

< DATA is the NEW OIL>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의 문제점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빅 데이터에 대한 유용성 과 그와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빅
데이터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관련 직업에 다가갈 수 있는지 궁금하였다. 이번 차시에서는 빅
데이터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친 자신의 과제(포트폴리오)를 정리하
면서 자신의 과제 데이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분류하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데이터 수집 활동을 시작해 본다.
이를 통해 빅 데이터의 정의 및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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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쑥쑥
1. 빅 데이터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빅 데이터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료 :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글로벌다큐멘터리 다시보기-미래경쟁력의 핵심 빅 데이터

가. 동영상에서 빅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빅 데이터 수집에 활용되는 매체

※ 활용되는 자료

※ 데이터 정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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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다음은 빅 데이터의 활용사례이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은 어떠한 것이 있
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빅데이터 활용사례
구글

검색창서 발열, 기침 등의 검색 빈도로 독감예보
수십억 장의 문서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자동번역

넷플릭스

취향에 맞는 영화추천 서비스 시네매치(Cinematch)

자라(zara)

전 세계 매장의 판매 데이터로 유행 파악, 재고관리

한국야쿠르트

꼬꼬면 출시 이후 SNS 분석해 제품 개선

헹켈

SNS 분석해 칼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 파악

애플

데이터분석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호주정부

정보관리청을 통해 공공정보 공개해 분석, 재사용 가능

※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직업 알아보기

※ 자신이 마음에 드는 빅 데이터 관련 직업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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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데이터 분류기준 세우기
1.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과제(포트폴리오)를 찾아보도록 하자.
▷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작업한 과제를(포트폴리오) 조사하여 보자.
※ 자신의 주요 과제(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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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주요한 과제(포트폴리오)를 마인드 맵을 통해 나타내 보자.
※ 마인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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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원별로 분류한 과제(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분석하기.
▷ 팀원별로 과제(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5~6가지의 기준을 세워 파일들을 분석
하여 보자.
※ 분류기준 1 :

※ 분류기준 2 :

※ 분류기준 3 :

※ 분류기준 4 :

※ 분류기준 5 :

※ 분류기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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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1. 자신의 데이터를 팀원별로 정해진 분류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여 보자.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이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
문을 의미한다.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이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지식발견(KDD,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같은 개념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데이터 과학이 기존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분석 대상인 '데이터'다.

▷ 자신의 데이터(포트폴리오)를 조별로 정한 분류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여 보자.

13
사이버 네트워크 전문가

M
at
h

Program

Sc
ien
ce
Te
ch
no
log
y
En
gin
ee
rin
g
Ar
t

STEAM

생각 다지기
인생 에세이 작성하기
1. 자신의 과제 데이터를 통해 인생 에세이(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보자.
▷ 분류된 데이터 중 자신이 작성하고 싶은 인생 에세이의 항목을 찾아보고 과제
들을 검토하여 보자.
※ 검토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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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18년 인생 에세이(자기소개서)를 500자 이내로
작성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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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인생 에세이를 팀원과 공유하기
※SNS(사회연결망 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
인 서비스인 SNS는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
장에 따라 사회적·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SNS는 컴퓨터 네크워
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대적인 SNS는 1990년대 이
후 월드와이드웹 발전의 산물이다. 신상 정보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
견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는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란,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 문서 주소록 등 사용자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
든 다운로드 후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네이버
N드라이브 KT 유클라우드와 다음 클라우드가 있다.

1. 자신의 과제를 통한 인생 에세이를 팀원들과 공유하여 보자.
▷ 자신의 인생 에세이를 팀원과 공유하여 보자.(SN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 팀원별로 공유된 내용에서 인생 에세이에 대한 장·단점을 적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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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설계하기
빅 데이터와 산업
※'빅 데이터', 산업 활용방안 무궁무진
최근 '빅 데이터(Big Data)'가 빅 이슈다. 인터넷 쇼핑몰, 포털, 트위터, 유투브,
CCTV 등을 통해 폭증하는 디지털 자료들을 단순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를
분석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대가 됐다. 대규모 정보를 처리해 정부나 기업에 의
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분당 LH공사에서 열린 '오픈 데이터 파트너십 컨퍼
런스' 기조 연설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와 신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
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빅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는 김 지사와 함께 김형래 한
국 오라클 부회장, 박진수 한국테라데이타 대표, 존 그레이시아 미국 호튼웍스사
CMO(최고 마케팅 경영자), 한재선 KT넥스알 사장, 형원준 한국SAP 사장, 전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흥순 서강대 교수, 김태형 경기도 정보화기획관이 모여 1시
간이 넘게 열띤 대담을 벌였다.
김형래 부회장: 일반적으로 '나'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겠다는 본인의 동의 사인
을 받은 후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다 얻어야 한다. 또 빅 데
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특정 개인을 지명한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는 것이다.
박진수 대표: 최근 프로젝트들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자동
차나 전자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떤 형태
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고장이 잦은지 등 정보를 미리 알 수 있
는 것이다. 미국에서 발표한 날씨, 온도, 습도, 위도 등 공공데이터가 한국 제품 생
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결국 고객
서비스가 증대되고, 기업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업에 이득이 된다.
김문수 지사: (빅 데이터 활용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인
요소만 제외시키면 100%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정보는 공개될수록 더 좋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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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선 사장: 해외에서는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와 트위터 등을 연계해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떤 경로로 범죄자가 이동했는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서 이점을 얻은 경우다. 보통 역기능에 대
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KT와 같은 회사도 내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용하지 못하고, 60개 가구 등으로 묶어서 정보를 활용한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 경우도 유
동인구 패턴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상관없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
다.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김문수 지사: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가 가장 적은 경우인가.
한재선 사장: 국민건강공단의 경우는 의료정보도 잘 활용하고 있다. 개개인 정보
는 이용하면 안 되지만,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병에 걸릴 때 그 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등 정보는 얻을 수 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
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문수 지사: 맞다. 한국에 데이터라는 자산 자체는 굉장히 잘 집중돼 있다.
한재선 사장: 데이터 자체를 경기도에서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데이터는 일종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정보기술)를 비롯한 컨텐츠, 의료, 바이오, 제조, 금융 등 분야로
크게 확산시킬 수 있다.
김문수 지사: 의료 부문은 아차하면 경계선을 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반면 국내에는 토지와 주택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
전하진 국회의원= 하루 4000 만명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마트카드를 사
용한다.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있지만 아직 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콜에 대
한 정보를 활용하면 어느 가게가 맛 집 인지, 유명한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장흥순 교수: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경우 개개인의 책 취향을 분석한 후
"아직 이 책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권하는 푸쉬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빅 데이터 시대는 기업들의 마케팅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하세요
빅 데이터 http://www.bicdata.com/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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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 되어보기

21세기의 원유-빅데이터
나의 인생 데이터

생각 열기
※개그콘서트 현대레알사전 코너의 남녀대화를 보고 생각해봅시다
(여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 이때 친구가
위로해준다)
남자: 야야야 잘 헤어졌어,
여자: (계속운다)
남자: 걔 별로야
여자: 니 가 뭘 알 아 ! 우 리 오 빠 그 런 사 람
아니거든!
<2013년 4월 14일 방송>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싸운 상황에서 남자가
사과하고 있다.)
여자: 오빠 우리 헤어져
남자: 내가 잘못했어
여자: 뭐가 미안한데 우리 헤어져
남자: 정말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여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한데 우리 헤어져
<2013년 5월 12일 방송>

남자: 알았어... 헤어지자
여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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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대화에서 남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쑥쑥
▷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몰라 실수한 경우가 있거나, 상황파악을 못해 실
수한 경우가 있다면 적어보세요.

▷ 대화를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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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텍스트 앳 소개하기

텍스트앳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감정을 객
관적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심리테스트, 타로점을 믿으셨다구요?
아니면 객관성, 신빙성도 없는 친구들의 조언에 의존하셨

iOS

나요?
텍스트 앳을 이용하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사람의 감
정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카톡대화속에 감정이 숨어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Android

해요.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
람과 대화를 할 때, 관심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말을 하는 방식은 살짝살짝 달라지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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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앳 사용해보기
1. 대화 상대 추가하기

2. 대화내용 저장하기

3. 대화내용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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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앳을 사용해보고 나온 결과를 적어보세요

▷ 텍스트앳을 사용해보고 나온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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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텍스트앳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텍스트앳 블로그를 들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지 조사해보세요

우리 주변 또는 인터넷 속에 텍스트앳에서 활용한 것과 같은 빅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4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01

Chapter

빅데이터 전문가

생각 되돌아보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준비하기

어플리케이션 이름

활용할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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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첫 화면 구성하기

※ 만들 어플리케이션의 첫화면과 각 화면구성을 간단히 그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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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 되어보기

21세기의 원유-빅데이터
나의 인생 데이터

생각 열기
하버드 대학교에 진출한 A군은 대학에 진학 후에 컴퓨터 그 중에서도 인터넷
에 대한 열정이 깊어갔다. 그는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자주 인터넷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컴퓨터에 관심없던 친구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흥
미를 가지게 된다. 평소 장난끼 많았던 그는 페이스 매쉬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이상형 월드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명의 남자나
여자사진을 보여주고서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친구들
에게게 자신이 만든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입
소문이 돌면서 450명이 접속을 하였다.

생각 쑥쑥
▷ 위 이야기는 무엇과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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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용해본 SNS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생각 펼치기
많고 많은 SNS 뭐가 같고 다를까?

▷ 팀별로 우리 주변에 많은 SNS들을 정리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SNS 종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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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 공공데이터 :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
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 공공데이터 예 >
▪데이터베이스(DB):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데이터(텍스트, 수
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버스 운행 정보 DB, 관광정보 DB
 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지 않고 개별 파일 형태
▪전자화된 파일: D
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각 분
야의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통계연보,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제
외(예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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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에는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 SNS에는 어떤 자료들이 주로 있나요? 텍스트앳어플이나 공공데이터처럼 그 자
료들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 다지기
facebook 근처 장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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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근처 장소라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이 방문한 곳에 체크인 항목을 통해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추천에 대한 자세
한 내용도 넣을 수 있다. 또한 근처 장소를 이용하여 내 주변에 많은 체크인과
추천을 받은 장소를 한눈에 정리하여 볼 수 있다.

▷ 내 주변에 근처 장소에서 많은 추천을 받은 장소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찾아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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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 페이스 북의 근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체크인과 추천한 장소들을 이용하여
뉴스, 광고, 맛집지도, 창업계획서 등을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창업 계획서(예시)
데이터를 수집할
근처 장소의 종류
수집한 장소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체크인이 많이 되어 있는 맛집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체크인이 많이 되어 있는 맛집
우리 지역 맛집 best5
☆☆ 지역 맛집 best5

○ 우리 지역 맛집의 요즘 추세
- 일정 비용을 내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 주로 고기(돼지고기, 소고기(수입산), 닭고기 등 다양), 초밥류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 체크인하여 댓글을 단 사람들이 쓴 장점
-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 체크인하여 댓글을 단 사람들이 쓴 단점
-시간 제한이 있는 곳이 있어 손님에게 좋지 못한 반을 가진 곳이
있었음(1시간제한)
- 무한으로 제공하다보니 고기의 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음.
○ ☆☆지역의 분석이유
- 우리 지역보다 훨씬 큰 지역으로 유행에 민감하여 나중에 우리지역으로 파급될
만한 가게들이 미리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 맛집의 요즘 추세
- 우리 지역과는 다르게 ☆☆지역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한 독특한 방식으로 고기를
굽는 가게들이 성행하고 있음.
○ 우리 지역에 적용
- 아직 우리 지역에는 ☆☆지역의 맛집과 같은 지역이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역의 맛집을 좀 더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게 적용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담됨.

위와 같은 자료를
만들게 된 이유

우리 지역에서 가게를 열 때 이미 창업이 되어 있는 가게를
연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맛집을 조사하고 프렌차이즈하여 최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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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

)

데이터를 수집할
근처 장소의 종류

수집한 장소들

위와 같은 자료를
만들게 된 이유

33
사이버 네트워크 전문가

M
at
h

Program

Sc
ien
ce
Te
ch
no
log
y
En
gin
ee
rin
g
Ar
t

STEAM

생각 되돌아보기
빅데이터 전문가는 누구?
▷ 여러분이 페이스북 데이터를 분석한 과정과 실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일
을 살펴보고 비교해보세요
(예시)
< 테이터 탐색가 >
데이터 탐색가는 수많은 데이터를
걸러내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 >
데이터 탐색가가 찾아낸 데이터를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연계하여
정리하여 놓는 사람들이다.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아키텍쳐라고
하며 그 기준에 알맞게 분류를 한다.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가 정리한
데이터의 한분야를 정밀분석하여

- 페이스 북을 통해 여러 체크인된
자료들을 찾고 체크인 된 횟수
- 가게에 대한 정보들 조사

- 조사한 자료들을 체크인 횟수에
따라 분류 정리
- 조사한 자료들을 지역에 따라
분류 및 정리
- 장소들에 대한 정보들 중 장점과
단점 정리

- 현재 우리 지역의 best 가게의
단점 모으기
-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best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가게들을 비교 및 차이점

분석해내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내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게
알아내기

<캠페인 전문가(Campaign
Experts) >
캠페인 전문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들어낸 분석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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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터 탐색가 >
데이터 탐색가는 수많은 데이터를
걸러내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 >
데이터 탐색가가 찾아낸 데이터를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연계하여
정리하여 놓는 사람들이다.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아키텍쳐라고
하며 그 기준에 알맞게 분류를 한다.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가 정리한
데이터의 한분야를 정밀분석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분석해내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캠페인 전문가(Campaign
Experts) >
캠페인 전문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들어낸 분석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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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설계하기
빅데이터 전문가속 빅데이어 분석팀의 5가지 필수 인력
기업 빅데이터 분석팀 제대로 꾸리기=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갈수
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킨지 글로벌은 2018년경이면 미국에서만 분
석 전문 인력이 수요보다 14만~19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학과 과학 부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열 올리기 전에 빅데이
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규명하는 것부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HBR의 조언이다. 기업마다 필요한 재능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다만 HBR은 아래 5가지 역할(업무)이 기업의 고급분석 조직에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스태프로 소개하고 있다.

①데이터 위생사(Data Hygienists)
우리말로 풀이하면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가 더 적절하다. 이들은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적합성을 책임진다. 데이터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무
결성과 적합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시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질까? 데이터세트를 연간 일수로 측정
할 때 달력 기준으로는 연간 365일이지만 업무일수로는 260일이다. 만일 시간으
로 따지면 연간 8765시간이 된다. 모든 가치는 동등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또 오래된 데이터 필드에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오래된 필드명으로 넣는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경우 새로운 제품 데이터는 이전의 제품 데이터를 덮어쓰게
되어 의미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 클린징은 데이터가 처음 캡처될 때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 데이터를 건드리는 모든 팀원들이 어떤 순간에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

②데이터 탐색가(Data Explorers)
데이터 탐색가는 수많은 데이터를 걸러내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하는 능
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석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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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데이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은 액세스하기
쉽게 저장되거나 계층화되어 있지도 않다.
현금등록기의 데이터가 좋은 예다. 현금등록기의 원래 기능은 기업들이 매출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그 다음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무엇
인지 예측해내진 못한다.

③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Business Solution Architects)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는 데이터 탐색가가 발견해낸 데이터(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분석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구조화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데이터
를 분석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들은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 적절한 타임테이블에 따
라 쓸모 있게 쿼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 어떤 데이터들은 분 단
위로 액세스되지만 시간 단위로 액세스되는 데이터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매 분
혹은 매 시간 당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④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즘 ‘핫’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은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
텍트에 의해 구조화된 데이터를 취하고 정교한 분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고객 행태를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 고객 세그먼트 및 가격 최적화를 더 발
전시킬 수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각각의 모델이 자주 업데이트되어 연관성
을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⑤캠페인 전문가(Campaign Experts)
캠페인 전문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들어낸 분석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구
체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해 통달해야 한다.
캠페인 전문가는 분석 모델로부터 습득한 것을 활용해 채널의 우선순위를 정하
고 캠페인들을 배치한다. 예를 들어 규정된 세그먼트의 행태 이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어떤 고객에게는 이메일을 처음 보낸 후 48시간 이내 우편물을 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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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HBR은 빅데이터 팀 내 데이터 이동 지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사람과 머신이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는 오너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매핑은 빅데
이터 분석 팀원들이 개별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역할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람에게로 완전하게 넘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2013. 9. 3.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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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 되어보기

21세기의 원유-빅데이터
소셜커머스를 통한
데이터 마이너 이해하기
▶ 데이터 마이너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1]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개념 익히기
[활동2] 데이터 마이닝 가상 활동하기
- 자신의 취미와 특기 공유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 가상 활동
[활동3] 학급 친구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 자신의 소유하고 싶은 물건 홍보하기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하기

생각 열기
스마트폰을 통해 SNS을 이용하다가 친구들의 소개로 쿠팡, 위메이크프라이
스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나 음식점 쿠폰 등
을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를 소셜커머스라고 하며
이러한 소셜커머스 등의 상업적 형태에 사용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미
래 예측을 담당하는 데이터 마이너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수업에
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데이터 마이너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소셜커머스
활동을 통해 직접 데이터 마이너가 되어 보는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 소셜커머스 환경 체험을 통한 데이터 마이너 직업 이해하기
한국의 소셜커머스는?(한국의 소셜커머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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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2010년부터 소셜커머스 시대가 열렸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
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가 대표적이며, 2011년을 기준으로 중소업체까지 포
함하면 약 500개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루폰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하나의 딜을 올리되 일정 수에 미치지 않으면 거래가 취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공동구매 사이트와 원어데이몰이 공산품을 주로 판매한 반면, 소셜커
머스 사이트들은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음식점, 공연 등의 서비스 상품
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서비스 상품은 공산품과 달리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품질을 가늠할 수 없고, 매장 분위기나 친절도와 같은 부수적인 요소
가 크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입소문
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소셜커머스를 ‘소셜’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다.
-네이버 케스트 발췌-

생각 쑥쑥
1. 자신의 활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해 알아보자.
▷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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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활용하는 소셜커머스 :

※ 활용 사례 :

▷ 팀원의 활용사례 발표 중에 인상 깊은 내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자.

※ 인상 깊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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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본개념 이해하기
1.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을 알아보고 데이터 과학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
보자.

▷ 자신이 조사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발표해 보자.

※ 데이터 마이닝이란?

▷ 데이터 마이너와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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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데이터마이너 가상 활동 하기

※ 트위터(Twitter)
2006년 미국의 잭 도시(Jack Dorsey)·에번 윌리엄스(Evan Williams)·비즈 스톤
(Biz Stone)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블로그' 또는 '미니 블로그'로서 샌프란
시스코의 벤처기업 오비어스(Obvious Corp.)가 처음 개설하였다. 트위터란 '지저귀
다'라는 뜻으로, 재잘거리 듯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수도 최대 140자로 제한되어 있다.

※ 페이스북(Facebook)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상
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웹사이트 중 하나로, 한국
의 싸이월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5월 현재 나스닥 상장 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서부에 있는 팰러앨토(Palo Alto)에 본사가 있다.

1.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데이터마이너 가상 활동하기
▷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소개하여 보자. 그리고 친구
들의 취미와 특기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수집하여 취미와 특기를 분류
기준을 세워 분석해 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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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와 특기를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기 :

▷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팀원들이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을 예상해 보고 그 직업
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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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의 미래의 직업 :

※ 팀원들의 미래 직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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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우리반이 가장 소유하고 싶은 물건은?
※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Data Base Marketing)

기업의 기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전
산 시스템에 축적해두고,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에 기반한 마케팅 유형.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을 유
지하며, 잠재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고객의 평생 가치(LTV；life time value)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은 마케팅 데이터 베이스와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도구 그리고 유능한 마케터(marketer)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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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마이닝>
-http://insight.some.co.kr/campaign.html(소셜메트릭스)

1.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SNS에 소개하여 보자.
▷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 1~5순위 까지의 내용을 SNS를 통해 소개하여 보자.

※ 자신의 소유하고 싶은 물건 1~5위를 SNS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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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 친구들의 희망 소유 물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자.
▷ 반 친구들의 희망 소유 물건에 대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자.

※데이터 분석 :

※분석된 데이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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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설계하기
집에서 데이터과학자로 성장하세요.

집에서도 데이터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포메이션위크는 UC버클
리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보 데이터 과학 마스터 프로그램(MIDS)` 과
정을 개설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보도했다. 21세기 최고 유망직종으로
떠오른 데이터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대학이 운영하는
MIDS 과정은 일반 컴퓨터과학 과정의 심오한 시스템 설계와 고차원 알고리즘
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빅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준다.
데이터 분석과 저장 도구, 검색, 보안, 데이터 윤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통계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분석엔진 'R'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둡'을
비롯해 데이터과학자에 필수적인 역량을 커리큘럼에 담았다. 전문 데이터과학
자가 강사로 나서 데이터과학과 비즈니스 접목 방안을 가르친다.
다른 온라인 강의처럼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강의가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
수나 다른 학생과 토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을 사용한다. 한 반은
15~20명 내외 학생으로 구성된다. 정보대학 측은 컴퓨터과학뿐만 아니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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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MIDS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
다. 통계학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는 데이터과
학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려면 고객 현안을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문, 사회과학, 통신, 금융, 마케팅을 비롯해 산업별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과학자팀에도 다양한 출신
의 사람이 활동한다.
MIDS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2U의 칩 파우첵 사장은 “데이터과학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배움에 대한 갈증
을 해소해줄 것”이라며 “2U도 MIDS 과정에서 양성된 데이터과학자를 여럿 채
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마이너(DATA mimer)
‘빅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정보수집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데이터마이닝 수업을 듣고 있다. 이 대
학의 데이터마이닝 수업이 2006년 처음 개설됐을 당시 20명에 불과했
던 수강생이 2010년에는 12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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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너는 ‘빅 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등장한 직업이다. 빅 데이터는 규모
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뜻한다.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
건을 사고, 검색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찾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소통하
고 있다. 거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내가 찍는 교통카드조차 ‘디지털 흔
적’으로 남는다. 지난 10여년 간 네이버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는 약 180페타바
이트(테라바이트의 1024배)에 달했다. 네이버 이용자들은 초당 400회 이상의
검색어를 입력해 정보를 찾고, 초당 2300통가량의 메일을 서로 주고 받는다. N
드라이브 경우 초당 수백개, 매일 2000만개 이상의 사진 업로드 등 하루 데이
터 양이 400테라바이트 이상이다. 이처럼 정보량이 폭증하면서 이를 분석하고
정부나 기업 등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직업인 데이터마이너가 생겨났다
고 볼 수 있다. 데이터마이너는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학자, 도시를 설계하는 도
시공학자, 돈의 흐름을 쫓는 투자가 등 막대한 정보가 있는 분야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는
‘시장조사 데이터마이너’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힘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료가 많더라도 쓸모 있는 정보
로 가공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이를 위해선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마이
너는 정보를 분석하는 도구(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 대상이 되는 정보를 다양
한 차원과 관점에서 분류·요약한다. 이 과정을 통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연
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기업활동에 적용해보자. 먼저 단순한 사실, 숫자, 문서 등
자료(data)가 존재한다.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
터베이스(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
터의 집합)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판매기록, 가격, 재고, 급여, 거래내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기업 외부의 업계 매출, 시장 전망, 거시경제 자료
등도 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의미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 각각의 자료의
패턴과 연관성, 관계를 찾아내야 정보(information)가 된다. 이를 테면 각각의 상
품의 매출 기록은 자료에 불과하지만, 상품의 판매 시점을 전체적으로 분석하
면 어떤 물건이 언제 얼마나 팔리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각 정보들을 이전과 비교해 역사적 패턴을 찾아내면 지식(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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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소비자들의 과거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할 지
까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이 말해주는 것
데이터마이닝의 효용을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1990년대 미국 대형 할인
점 월마트의 사례가 꼽힌다. 당시 월마트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저귀와 맥
주 매출이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사실이 발견됐다. 남편들이 기저귀 심부름을
왔다가 맥주를 사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금요일 저녁에 기저귀 진열대 옆
에 맥주를 나란히 놓고 팔았다. 그 결과 금요일 밤 맥주 매출은 껑충 뛰었다. 주
말을 앞두고 아내 대신 장을 보러 온 30~40대 가장이 기저귀 옆에 보이는 맥
주를 함께 산 것이다. 기저귀와 맥주 매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데이터마이닝은 기저귀 매출과 맥주 매출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데이터
마이너는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셜미디어 와 빅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주식 투자에 활용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됐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팀은 디지털 데이터분
석 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트위터 분석을 주식 매매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4월 만들었다. 트위터에 쏟아지는 단문 속에 나타난 집단 감성에 따라 주식을
투자하는 ‘소셜 감성 기반 트레이드’이다. 즉, 일반인들이 트위터에서 주고받는
‘우울해’, ‘짜증나’ ‘행복하다’와 같은 감성 표현을 담은 트윗을 분석해 매수 종목
과 매도 종목을 고르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최신 금융공학 기법과 데이터마이
닝 기술이 동원됐다. 트위터 메시지를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교한 모델링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에 수학적 모델을 적용한 금융공학 전문가와 대량
의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너가 만나 새로운 금
융기법을 창조한 셈이다.
그 외에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확장하는 데도 빅 데이터 분석이 활용됐다.
서울 시내 심야 전화 통화량을 분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 심야버
스 노선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스포츠 팀에서도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할 수 있
다. 선수들의 경기 기록을 분석해 각각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팀을
운영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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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너가 되려면
데이터마이너들은 보통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업무를 맡는다. 금융
권, 정부 산하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데이터마이너로서 기업
이나 기관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데이터마이너는 먼
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마이닝을 할지 결정해
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바꾼다. 그리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업무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도출한 결과의 유용성을 판
단한다.
데이터마이너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리·통계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통
계적(수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료를 처리하
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인
간의 힘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도구’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만들기 위해선 해당 산업이나 관련 분
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처음부터 갖추기는 어렵다. 위에 언급된 통계학, 컴퓨터
공학, 경영학적 지식을 하나라도 갖춘 뒤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마이너가 되기 위한 전공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데이터마이닝 과정에 여러 학문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데
이터마이닝 과정에서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데이터마이너의 상당수는
통계학 전공자다. 그 외에 산업공학, 경제학, 수학, 경영학를 전공한 사람도 많
다. 데이터마이너를 미래 유망직업으로 꼽은 경제지 포브스는 문헌정보학을 추
천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공에 큰 제한은 없지만,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
해야 하다 보니 숫자와 컴퓨터와는 친해야 한다.
데이터마이너가 되기 위한 자격증도 특별히 없다. 다만 관련 자격증으로 비즈
니스분석 회사인 SAS에서 주관하는 ‘SAS 국제 공인 인증시험’이 있다. 이보다
는 평소에 경영이나 산업분야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다방면의 지식을 쌓은 뒤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53
사이버 네트워크 전문가

M
at
h

Program

Sc
ien
ce
Te
ch
no
log
y
En
gin
ee
rin
g
Ar
t

STEAM

데이터마이너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이다. 흩어져 있
는 데이터에서 어떠한 패턴 혹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의미있는 정보로 바꿔 미
래의 의사결정에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마이닝의 기본기와 현상
을 넓게 보는 통찰력이 있다면 데이터마이닝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직업을 바꾸지 않고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셈이
다. 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려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얻
은 정보의 가치는 매우 높다. 이는 잘못 분석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위
험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훌륭한 데이터마이너가 기업 혹은 기관을 살
릴 수도 죽일 수 있다.

데이터마이너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리·통계학적 지식이 필요하
다. 통계적(수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출처: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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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1-1

주제: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할까?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친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 중에 이름과 번
호와 같이 한 가지 정보로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관련된 10
개 정보를 작성하여 봅시다.

정보 수집 예시)
특기 및 취미, 사는 곳, 출신 학교, 장래희망, 좋아하는 과목, 신체적 특징(키,
몸무게, 얼굴형, 머리모양 등), 가족관계, 성격, 학급에서의 역할, 동아리 활동 등

친구 이름(
정보 종류

내

용

정보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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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구 찾기 열 고개’를 해 봅시다.

가. 친구와 관련된 정보들 중 사람 찾기와 관련하여 정보 난이도를 정합니다.
나. 가장 어려운 정보부터 알려줍니다.
다. 친구를 찾은 사람에게 친구를 찾기 위한 결정적인 정보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합니다.

▶ 친구를 찾는 위한 결정적인 정보의 특징을 무엇입니까?

▶ 친구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 결정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친구를 찾으려고 합
니다. 친구들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음 글을 읽어 보고 친구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우리 반 인적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기에 앞서 무엇이 필요할
지 생각해 봅시다.

소셜큐레이션(Social curation)서비스라는 말을 들어 본적 있나요? 소셜큐레이션
서비스는 SNS서비스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 지는 때를 배경으로 탄생한
개념입니다. 많은 정보들 중에 SNS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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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1-2

주제: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할까?

SECRET BOXES안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물체들은 사용목적, 재질, 크기 등과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부터
가격, 구할 수 있는 곳, 도체와 부도체 등과 같이 좀 더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것까지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SECRET BOXES안에 있는 물체 5개를 선택해서 물체와 관련된 정보를 적어봅시
다.(물체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물체 이름

정

보

▶ 물체와 관련된 정보들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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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각 기준별로 분류하여 봅시다.

▶ 주제별로 정보들을 분류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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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1

1.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과 콘텐츠가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에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텍스트, 음
성, 화상, 영상 등 각종 정보 형태를 0과 1이라는 비트(bit) 단위로 디지털화한 콘텐츠
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며 첨단 IT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 처리하
여 정보통신망, 디지털방송망, 디지털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정보를 말한다.
Digital contents라는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면 Digital은 정보표현방식, Contents는
부호, 문자, 소리, 영상, 화상, 이미지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 지식, 데이터베
이스를 총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문
자, 소리,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물이지만 정보와 단순한 내용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러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거
래 및 서비스가 내재된 형태의 통합적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는 정
보상품(Information goods)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그리고 정보생산품
(Information products)이 합쳐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아날로그 콘텐츠를 IT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정보와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된 정보가 있다. 이들은
통신매체, 방송매체, 디지털 저장매체 등을 통해 디지털로 저장, 전달 활용되는 모든
자료 정보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 디지털 콘텐츠의 구성
디지털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3가지 기본요소로 콘텐츠, 디자인, 기술을 들 수 있
다. 이 세 가지의 구성요소를 총칭하여 콘텐디자이닐리지(ContenDesigNology)라고
한다. 콘텐디자이닐리지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디지털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 지향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콘텐디자
이닐리지에서 콘텐츠는 협의의 디지털콘텐츠를 의미하는데, 정보획득의 목적이나 감
성적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소리, 정지화상, 동영상 등의 결합으로 구성
되는 표현물이다. 디지털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기술(IT)
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다.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에 적절한 기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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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디지털콘텐츠와 디자인을 잘 통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검색
속도와 실행속도 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콘
텐츠의 표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3.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
디지털 콘텐츠는 현재 다양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있다. 작게
는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에서부터 크게는 사업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
고 있다. 그런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파괴성이라 할 수 있다. 디
지털 콘텐츠는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그 형태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두 번
째 중요한 물리적 특징은 변형가능성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은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처럼 한 번 판매하고 마는 상품보다는, 계속해서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쉬운 복제이다. 쉬운 복제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들에게 내용 전
달과 접근의 용이성을 가져다준다.
디지털 콘텐츠는 사용할 때 마다 경험하는 가치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경험재의 성
격이 더욱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특징은 그 비용구조에 있다. 처
음에 한 번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단
한 번 만들어놓으면 하나 더 만들 때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쉬운 복제성
이라는 물리적 특성에 근거한다. 세 번째 경제적인 특징은 공공재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디지털 콘텐
츠를 쓰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디지털 콘텐츠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융합화(fusion)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융합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일한 네트워크로 전달 가능한
네트워크의 융합, 전화. TV. PC와 같은 사용자 미디어기기가 하나의 단말기에서 수
행되는 미디어기기의 융합, 유무선. 통신. 방송서비스의 통합인 서비스의 융합 등 다
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화의 결과로 One-Source, Multi-Use가
가능해졌고, 미디어 간, 서비스간의 영역구분이 없어져 다수의 플랫폼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자체의 압축 기술, 구현기술과 효과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테크 산업으로 대변되기도
하는 다양한 매체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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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특징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고부가가치의 고속성장성을 들 수 있
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에 따라 신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운 ‘고부가가치성’을 지
닌 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가전의 보급 확산과 기능 통
합에 따른 디지털컨버전스 경향에 대응 가능한 산업 모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디
지털 콘텐츠는 한 번 개발하면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될 수 있
으며, 한 번 생산되고 난 후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생산되어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 주시장보다 파생시장의 규모와 수익이 더 큰 사업이다. 또한 디
지털 콘텐츠 산업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디지털 TV, 텔레매틱스, 이동통신 등 신 성장 동력의 성장과 수익창출에 있
어 디지털 콘텐츠만큼 적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무한한 사이버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e-Book, e-Music, 웹캐스팅 등 신규 콘텐츠
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범위가 확장 일로에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5. 정보 과잉의 시대(우리에게 과연 정보가 부족한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각종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 시대만
해도 각 개인이 하나의 블로그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 선택, 확산 시키면서 정보 과잉의 시대가
되고 있다.
옛날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보가 흘러넘
치고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정보의 과잉이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넘치는 요즘 올바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6. SNS란?
산업 및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를
표현하고 인맥을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SNS는 온라인으로 인맥을 구축하고 이
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분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곳이다. 이런 SNS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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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은 불특정 다수와 인적교류를 나누고, 기업은 SNS를 통해 기업
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나누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익을 올릴 수 있
다.
2000년대 초부터 사용된 SNS의 종류에는 커뮤니티(카페·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하여 RT, 팔로워 등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 지거나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심지
어 최근에는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
어 향후 10년 후에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7. 네트워크 토폴로지
토폴로지(Topology)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요소들(링크, 노드 등)을 물리적으로 연
결해 놓은 것, 또는 그 연결 방식을 말한다. 로컬 영역 네트워크(LAN)는 물리적 토폴
로지와 논리적 토폴로지 둘 다 보여 줄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한 예이다. 랜 상의 어떠
한 노드도 네트워크상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에 하나 이상의 링크를 갖고 있으
며 그래프 상의 이러한 링크와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물리적 토폴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네트워크상에서 노드끼리의 데이터 흐름은 네트워크의 논
리적 토폴로지를 결정한다. 물리적 토폴로지와 논리적 토폴로지는 특정 네트워크에
서 아주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떠한 특정한 토폴로지는 노드 사이의 물리적, 논리적 연결 구성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토폴로지 연구는 그래프 이론을 사용한다. 노드 사이의 거리, 물리적 상호 연
결, 전송 속도, 신호 종류는 두 망 사이에서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토폴로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8. 차세대 통신망
차세대 통신망(Next generation networking, NGN)은 가까운 장래에 기존의 유무선
전화 체계, 인터넷이 통합, 발전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차세대 통신망의
기저에는 목소리, 데이터, 비디오 같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하나의 네트워크가 패킷
으로 변환해 이를 전송,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레이엄 벨에 의해 전화기가 발명된 이래로 전화망에서 음성을 목적지까지 전송
하기 위해서는 회선교환방식을 사용해 왔다. 반면 주목적이 데이터 통신인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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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패킷데이터 교환 방식을 사용해 왔다. 2000년경까지는 음성 통신의 수요가 데
이터 통신보다 우세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데이터 통신의 수요가 증가하고 패
킷 통신망으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회선 교환망의 기기를 신규
개발해 유지하는 것보다 패킷 통신망을 이용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
었고, 인터넷을 사용해 음성 통신을 행하는 인터넷 전화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그
러나 인터넷은 전화망에 비하면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보안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IP네트워크의 장점을 취하여 재구축한 통신망이 바로 차세대
통신망(NGN)이다.
또, 음성 통신을 데이터 통신과 조합해 사용하는 통합 메시지 교환과 같은 애플리
케이션을 위해서는,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둘 다 다루는 것이 유리하다. 통신과 방송
을 더욱 융합하여, 전화·데이터 통신·스트리밍 방송의 융합 서비스를 고속 통신망
이용 증대, 전기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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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2

주제: 소셜큐레이션서비스 기획자란?
1.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주로 한다. 또 이들은 소장품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이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 관련 예술작품의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 선정과 수집이
끝나면 미술관의 공간과 작품 수량, 주제를 고려하여 작품을 진열한다. 이 때
전시할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 작품인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최근 들어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적어봅시다.

나. SNS시대 많은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 해 주는 역
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생각해
말해 봅시다.

2. 많은 정보들 중에 SNS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소셜큐레이
션 서비스 기획자라고 합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여 봅
시다.(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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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셜큐레이션서비스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나.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다.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

라. 소셜큐레이션서비스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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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3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알린 소셜큐레이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2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소셜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인
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고 각각
의 특징을 정리하여 적어 봅시다.

핀터레스트
(http://pinterset.com)

플립보드
(https://
flipboard.com)

스토리파이
(http://storify.com/)

트위몹
(http://
www.tweetm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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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셜큐레이션서비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어 지금
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말고 다른 소셜큐레
이션서비스가 있는지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친구 찾기 열 고개 게임을 할 때 친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았을
겁니다. 수집된 정보들을 큐레이션하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 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4. 친구 찾기 열 고개를 하면서 친구와 관련된 정보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해 봅시다.

읽기자료 2

1. 핀터레스트(Pinterest)
핀터레스트(Pinterest)는 핀보드 스타일의 소셜 사진 공유 웹사이트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주제의 사진들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웹사이
트는 웹사이트의 목적을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팰로앨토에 있는 콜드브루랩스(Cold Brew Labs)가 핀터레스트를 운영하
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오와 주 웨스트 디모인 출신의 벤 실버만이 만들었다.
핀터레스트의 개발은 2009년 12월 시작되었다. 2010년 3월 클로즈드 베타 형식
으로 사이트가 오픈되었다. 나중에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오픈 베타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이메일 요청을 하면 등록이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2011년 8월 16일, 타임지는 핀터레스트를 “2011년도 50개의 최고 웹사이트”로
꼽았다. 핀터레스트는 예전의 소셜/사진 기반 북마킹(bookmarking)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데이비드 갤브레이스(David Galbraith)가 2005년에 만든 위스츠
(Wists) 같은 것이 있다.
핀터레스트 사용자들은 주제를 갖는 사진 핀보드를 만들 수 있다. 온라인 웹 서핑
시 “핀 잇”(“Pin It”) 버튼을 눌러 핀보드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다. 혹은,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미디어를 올려 추가할 수 있다. 각각의 미디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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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를 “핀”(“pi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미디어는 사진, 비디오 등이 될 수 있
다. 핀들이 모여 “보드”(“boards”)를 이룬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 스토리파이(Storify)
이용자가 Twitter, Facebook, YouTube, Flickr 및 기타 SNS의 공개 콘텐츠 중 관
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져와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서
비스이다. 스토리파이는 SNS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신문사의 기자 혹은
편집자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다른 큐레이
션 서비스와는 달리 콘텐츠를 끌어와 재구성하는 방식 등 서비스 편의성 측면에서
‘Pinterest’보다 월등한 서비스로도 인정 있다.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인용된 콘텐츠를
전진 배치하여 디자인을 강조하고, 검색 기능을 향상하는 등 사이트 개편을 단행 중
이고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서비스로 생각된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를 큐레이션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의 SNS를 사용해 일상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고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교류한다. 이런 사람들
은 생각한다. ‘왜 매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광고나 기사 같은 걸 읽어야 하지? 정보는
이미 충분한데.’ 제공하려는 사람들의 넘쳐나는 정보와 정보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
들의 수요가 사라지는 불균형에서 큐레이션은 시작된다.
큐레이션은 매일 쏟아지는 정보 더미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정보를 필터링하는 가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다. 문맥을 구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능력이 된다. 바로 이것이 큐레이션이며 이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전달자인지만 중요하다. 과거에는
협업과 축적, 공유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잘 모으는 것이 협력해 축적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곳에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보로 감명을 줄 수
있을까’다. 이전에는 신문, 텔레비전, 잡지, 라디오, 전단지나, 가두 광고에 정보가 흘
렀고, 사람들은 여기에 정보를 던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정보가 공유되는
권역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SNS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원한다.
(출처: 미디어스 2013.11.8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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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셜큐레이션 서비스 기획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텔레비전 뉴스나 신
문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는 대신 SNS 서비스라는 창구를 통해 더 신속하게 새 소
식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 할 만큼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유가 되고
있다.
소셜큐레이션(Social curation)은 SNS서비스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 지는 때를
배경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많은 정보들 중에 SNS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
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
도록 필터링을 해주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색다른 직업 생생한 인터뷰(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2012)

5. 소셜큐레이션기획자의 교육과 훈련
소셜큐레이션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웹 콘텐츠 관련 언어를 기본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하다. 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잘 활용하고, 이 분야에 감각이 있어야 한다. 기획 업무를 하는 경우
에는 컴퓨터 전공보다는 인문사회 전공이 유리한 면이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
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려는 능
력이 필요하다. 마케팅, 소비자심리 등을 공부하면 더 익숙하게 일할 수 있다.
(출처: 색다른 직업 생생한 인터뷰(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2012)

6. 소셜큐레이터의 보완점
네티즌이 자기 취향대로 사진·그림 등 정보를 가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채널로 소셜큐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를 사용자 편의에 따
라 필터링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먼저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골라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취약
점이 있다. 정보를 필터링 한다고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 문제이다. 소셜큐레이션에서는 사용자들이 모니터 화면
을 그대로 떠내는 식으로 불법적으로 사진을 옮기더라도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 네이
버·다음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사용자들이 뉴스를 통째로 퍼
가면서 해당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것
이다. 무엇보다도 소셜큐레이션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원본 콘텐츠를 만들어낸 저작
권자와 큐레이션서비스 기업 사이에 저작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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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3

주제: 친구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적 네트워크’설계하기

친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수집한 정보들을
큐레이션하여 ‘우리 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큐레이션: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하여 이용자 개인이 필요로 하고 검증된 콘텐츠
를 골라주는 서비스

1. 친구들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들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정하고 친구들을
분류하여 봅시다.
기 준

학생 이름

2. 현재 운영 중인 소셜큐레이션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목
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관련
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우리 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계해 봅시다.
가.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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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떤 형태로 디자인 할 것인지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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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만든 ‘우리 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는 글을
적어봅시다.

4. 소셜큐레이션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더 알고 싶은
것을 생각하여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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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3

1. 정보디자인
정보 디자인은 정보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기술 및 업
무를 말한다. 복잡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뜻을 명확
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한다.
정보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의 하위 집합 혹은 시각 디자인 과정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러한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런던의 시각 디자인 컨설턴트 펜타그램이었다. 이
들은 1970년대 제품이나 다른 영역의 디자인과는 별개로 그들의 시각 디자인을 의미
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이후 이 용어는 매력적이거나 예술적 표현만이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래픽 디자인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정보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학제적 영역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1979년 출판된 "정보 디자인 저널(Information Design Journal) "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되
었다. 1980년대, 시각 정보 디자인의 역할에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정보 디자인은 일반적인 주류 그래픽 디자인보다 많은 사용자 테스트와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술적 커뮤니케이션(technical communication)에서는 정보 디자인이 지정된 청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구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규모에 적용될 수
있다. 큰 규모일 경우, 정보 디자인은 관련성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대상과 목적에 맞
게 별도의 매뉴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규모일 경우, 이것은 각각의 매뉴얼을
구성하여 개요, 개념, 사례, 참고 문헌,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직 원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규모일 경우, 이것은 주제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기, 내비게이션 단서, 페이지 디자인, 글꼴 선택, 여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과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디
자인이 비슷한 용어로 쓰이지만 정보 아키텍처 (information architecture)는 정보 시스
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의 디자인과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분석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2.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는 넓은 의미에서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모
든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웹브라우저들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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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컴파일러나 링커 등도 응용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또는 좁은 의미에서는 OS 위에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뜻한다. 이런 경우 컴파일러나 링커 등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워드프로세서 등의 소프트웨어들만을 주로 뜻한다. 간단하
게 줄여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며 더 줄여서 앱(ap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3. 응용 소프트웨어 제품군
응용 프로그램 제품군은 하나의 꾸러미로 묶인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워드 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 그 밖에 몇몇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함께 포함된 마이크
로소프트 오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나의 꾸러미로 묶인 응용 프로그램들은 대개 사
용자가 배우거나 사용하기 쉽게 짜여진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다. 예를 들어, 한 스프레드시트에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를 포함할 수 있고, 게다가 다
른 종류의 스프레드시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스프레드시트의 문서를 만들 수도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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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전화기의 진화는 무죄?

학습주제: 스마트폰 앱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학생 활동지 1

생각 열기
지용이는 오늘 아침 학교에 등교하면서 게시판에 스마트폰 앱개발 공모전이 열린다는 포스터를 보
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위치 정보
와 소셜게임이 연계된 앱, 교통 정보와 지도 정보가 연동된 앱, 클라우드에 문서를 보내고 공유하는
앱 등 전에 없던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앱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궁금해졌다.

생각 쑥쑥
▶ 스마트폰 앱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지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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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스마트폰 이용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보기 : http://www.youtube.com/watch?v=J3DR5wonfZE>

▶ 인터넷이 1차 혁명, 이메일과 포털이 2차 혁명이라면 스마트폰은 3차 혁명이라
고 한다. 위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방법에 대해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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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살펴보기
세계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 국내에 애플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시작되었다. 방통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3,3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국민 5명중 3명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우리 사회가 이미 '스
마트 사회'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단순한 통화 기
능에서 벗어나 쇼핑, 오락 등 일상생활의 공간이 됐고 사회 구성원을 연결해주는
소셜네트워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산업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은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금융,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동반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1. 스마트폰 안의 정보를 인식하는 센서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이용하기위해서는 좋은 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앱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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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앵그리버드 살펴보기

▶ 스마트폰 앱인 앵그리드버드의 특징을 적어보자.

▶ 앵그리버드를 많은 사용자가 사용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 앵그리버드 앱의 수익 전략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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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팀 만들기
한 사람이 앱프로그램 개발자나 혹은 디자이너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동시에
기획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소규모 앱 제작자가 개발자이자,
디자이너이자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보다 좋은 앱을
개발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앱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어떠한 역할
을 해야 하는지 의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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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앱 개발하기

학습주제: 앱 개발자가 되어 나만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학생 활동지 1

생각 다지기
스마트폰 트렌드 읽기
멋진 아이디어나 차별화된 콘텐츠는 앱으로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
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
해야 한다.

1. 앱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상 다른 앱이나 시장 반응에 무관심할 수 없다. 좋은
앱을 만들었다고 해도 시기와 장소가 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 목표로 삼은 시장의 앱 판매 추이 및 관련 콘텐츠 시장의 추이를 지속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앱 비즈니스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꾸준히 사랑받은 앱
을 보면 유행과 같은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른바 대박 앱을 출시되면 유사한 앱
들이 봇물을 이루기도 한다. 베스트 앱을 찾아보고 분석하여 발표해보다.(아이튠
즈 스토어 베스트 100앱 목록 보기 :
http://itunes.apple.com/kr/rss/toppaidapplications/limit=100/xml
구글플레이 베스트 : https://play.google.com/store/app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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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는 유료와 무료 앱이 공존하고 있다.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전체 앱 중 유료 앱의 비율은 63%이고, 평균 가격은 3.63달러이다. 앱
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애플
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하면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의 70%가 수입
이 된다. 미국 앱스토어에 출시한다면 1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신
이 앱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생각 다지기
나만의 앱 구상하기
앱을 기획할 때 앱의 핵심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만약 게임 앱을 기획한다면
퍼즐 게임인지, 롤플레잉 게임인지, 휠 스크롤의 아케이드 슈팅 게임인지 결정한
다. 스마트폰 앱인 앵그리드버드의 특징을 적어보자. 아케이드 슈팅 게임을 만들려
는 의도로 시작할 수 있고, 혹은 직접 만든 매력적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게임을 계
획할 수 도 있다. 과학실험에 대하여 글을 쓴 경험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앱으로
제작하여 화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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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뿐만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나 책자를 만들 때에도 핵심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앱을 기획하고 최종 배포하는 여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
때 마다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제작하려는 앱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마인드맵은
복잡하고 단편적인 아이디어들을 직관적으로 정리하고 조직하여 아이디어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는 기법이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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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나만의 앱 개발하기
아이디어가 나오면 앱의 완성된 상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프로토타입은 사
용자에게 미리 보여서 기획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찾기 위
한 공정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되는 실제 개발 과정에 앞서 앱의 완성된 형
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개발 일정과 검증 요소에 따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
고, 완성품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다. 아래
템플릿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완성된 앱의 이름을 지어본다. 프로토
타입이 완성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표해본다.

※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은 투자대비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개발과 그
에 따라 필요한 기술, 또 해당 기술의 단편적, 종합적인 성능은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검증이 불가능하다. 만약 기술적 요소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별도의 기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좋다.

87
사이버 네트워크 전문가

M
at
h

Program

Sc
ien
ce
Te
ch
no
log
y
En
gin
ee
rin
g
Ar
t

STEAM

진로 설계하기
앱 개발자를 만나다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생겨났다. 특히 앱 개발 분야는
웹이나 콘솔 시장 등에서 이름을 알린 콘텐츠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참여하고 있는
데 그 와중에 1인 혹은 소수의 개발자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이들의 개발과정을 들여다 보면 이것
은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개발자들에겐 마음 속 열정을
끌어올릴 좋은 양분이 되리라 생각된다.
Jeycorp 대표 안재희

힐링타임-감성과 휴식

개발사인 제이코프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제이코프는 1인 창조기업으로 2011년 대구에서 설립되었다. 1년 만에 약 3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한 이력으로 주목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힐링 타임처럼
히트앱이 출시되면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사명인 제이코프는 ‘멋쟁
이’의 경상도 사투리인 ‘멋재이~’를 모티브로 각 분야의 ‘제이’들이 모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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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팀원 모두가 IT기기에 관심이 많고 틈만 나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터라 쌓아둔 기획서만 100여 건에 이를 정도다. 이러한 회
사분위기 덕에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펼쳐내는 재능
을 발휘하고 있다. 여담으로 팀원 모두 크고 작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최근에는
공황장애를 겪은 디자이너분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련 앱을 개발하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재미를 추구하는 회사라 할 수 있다.

대표앱인 힐링 타임 - 감성과 휴식(이하 힐링타임)에 대한 소개를 해줬으면 한다.
감성적인 배경화면과 사운드를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안겨주
는 앱이다. 요란한 알람소리 대신 평온한 음악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조용한 음악과 설정 시간에 비례한 자동 밝기 조절을 활용해 숙면에 도움을 주
기도 한다. 주요 기능인 시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용했으며 사용자 위치에
해당하는 날짜가 배경화면으로 적용된다.

힐링타임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힐링타임 또한 무수한 기획 중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잠귀가 밝아
요란한 알람소리보단 조용한 음악을 선호하는데, 크게 들어도 깨지 못 할 정도
로 평온한 소리를 내는 알람앱을 만들자는 엉뚱한 생각이 힐링타임앱의 시작이
었다. 그 후 팀원이 하나둘 의견을 제시했고 기능을 추가하다보니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앱이 완성되었다. ‘힐링’이란 단
어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
기 시작할 때의 기획이라 시계란
뜻의 ‘타임’이 합쳐져 힐링타임으
로 이름짓게 되었다. SBS의 인
기 프로그램 힐링캠프가 방영되
기 전 기획이었으니 이를 참고하
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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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타임의 개발 과정에 대해 듣고 싶다.
최초 개발 당시 SK 상생혁신센터의 ‘OPEN API 서포트 그룹’에 선정되었으며 또
한 KT의 ‘아키텍트’ 그룹의 멘토링과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개발기간의 데드라
인이 있었던 터라 개발자 2인과 디자이너 겸 기획자 1인이 3달에 걸쳐 완성하
게 되었다. 힐링타임에 내장된 기능들은 대부분 이전 앱에서 구현한 경험이 있
었기 때문에 개발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배경 이미지와 소리의 퀄리티를
100% 살린 탓에 앱 용량이 150MB가 넘는 문제가 발생했다. 휴식과 감성을 주
제로 한 앱이기 때문에 억지로 퀄리티를 낮추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고용량의 앱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생각에 APK 파일의
용량을 낮추고 최초 실행 시 배경음악을 추가로 다운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추
가 다운은 내부서버를 이용했는데 초반 인기를 예상하지 못해 한 차례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용자들의 불만이 발생했다. 이에 즉각 전체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재설정했다. 그러자 도리어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iOS버전은 이후 출시했는데 제한적인 기능 사용으로
인해 안드로이드보다 어려움이 있었다.

힐링타임으로 현재까지 얻은 성과는 어떻게 되나?
힐링타임을 통해 2013년 1월 ‘코리아 모바일 앱 어워드’에서 LG유플러스상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현재 다운로드 수는 안드로이드, iOS를 통틀어 40만에
달하며 안드로이드 유료버
전은 유료앱 랭킹 4위까지
진입한 바 있다. iOS에선
무료버전이 전체 랭킹 1위
에 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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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타임을 실행하면 먼저 감성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온다. 제이코프에서 추구
하는 앱 디자인은 무엇인가?
당사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은 작업자의 생각이나 의도가 우선이다. 허나 해당
작업자는 내부 인원에게 작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즉, 내부 인원 전체
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작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설명으로
풀어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아이덴티티를 우선시한다기 보단 사
용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으로 단순
히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진 것도 내부에서 쉽게 인정받는다.

기능 중 수면모드라는 것이 있다. 어떤 기능인가?
시간 설정에 비례한 자동 밝기 조절과 잔잔한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잠들 수 있
는 기능으로 숙면에 도움을 준다. 사실 이 기능은 명상을 즐기는 사람에게 효과
적이라 생각한다. 수면모드로 설정한 시간만큼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좋은 숙면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무료와 유료버전으로 나뉘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안드로이드 무료버전은 시계화면에 광
고창이 탑재되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
은 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고가
없는 유료버전의 판매가 많다. iOS 무료
버전에는 광고가 없는 대신 사운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다양한 사운드를 찾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보다 인앱결제가 활발한 ios버전에는 광고
를 탑재하지 않은 것이다. 유, 무료간의 기능은 차이가 없으며 콘텐츠의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무료버전에서 인앱결제를 모두 진행하면 4,000원이지
만 유료버전은 동일한 콘텐츠량에 2,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사진첩 기능은 유료버전에만 적용하려 했으나 이미 목표수
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무료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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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힐링타임에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인가?
얼마 전 배경화면을 사용자 지정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다. 현재
는 SK Open API를 활용해 ‘싸이월드 사진첩’의 사진을 손쉽게 업로드해 배경화
면으로 쓸 수 있는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힐링타임 외에도 다양한 앱들을 출시한 바 있다. 대표 앱 몇 가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자체앱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외주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 외주앱으로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견적서를 보낼 수 있는 삼성 에스원
의 고객지원용 앱 ‘스마트 에스원’을 들 수 있다. 브로셔와 동영상 광고도 기본
탑재시켰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의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다
른 앱으로는 작년 앱스토어 랭킹 1위에 오른 ‘액받이 무녀’라는 앱이 있다. 간혹
들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자는 뜻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
게 기획되었는데 기획, 디자인, 개발기간보다 검증기간이 더 오래 걸린 앱으로
기억된다.

iOS와 안드로이드 두 플랫폼에 앱을 출시하고 있다. 각 플랫폼의 장, 단점을 무엇
이라고 보는가?
기능의 구현은 안드로이드가 수월하다. iOS의 힐링타임은 알람기능 구현 당시
한참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을 정도로 기능이 제한적이다. 반면, 기타 추가기능
을 구현했을 때는 iOS 쪽이 더 수월했다.

향후 출시계획 중인 앱에 대해 소개해줬으면 한다.
앞서 말한 100여 개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치료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순 없
지만 고가의 치료기를 앱을 활용해 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판수니’라는 자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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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디펜스와 액션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올 여름 런칭이 목표다.

개발자가 생각하기에 향후 국내 앱 시장 및 IT벤처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
고 있나?
정부가 진행하는 ‘IT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에 발맞춰 많은 신생 개발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개발사에서 점차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
다. 실패를 겁내서는 안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한다. 제이코프와 같은 IT벤처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단기적 결실보다는 중장
기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의 모바일 시장이다.
[출처 : 앱스토리(www.appstory.co.kr) | 신효송 기자]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스마트폰앱개발자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말 스
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동안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날씨, 여행, 뉴스, 운송 등의 정보제공, 게임, 인트
라넷, 편리한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서비스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많아질 것이다. 스마트폰은 시각적 정보를 인식하는 카
메라기능과 위치를 파악케 해주는 GPS, 인너텟 활용 그리고 뛰어난 그래픽 기
능을 갖추고 있어 무궁무진한 앱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두가지 체제에서 각기 적용가능한 앱프로그램을 만
들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스마트폰앱개발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조사년도: 2012년>

※일자리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
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재직자 개인 및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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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http://www.smac.or.kr/jsp/front/index.jsp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main.jsp
서울앱창업센터 http://www.seoulappcenter.co.kr/
앱스토리 http://www.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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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스마트폰 앱 개발자 되기

앱인벤터 시작하기
App Inventor
앱(app)개발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Java 언어로, iOS는
Objective-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그러나 Java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 앱을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구글에서는 2010년 앱인벤터
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발표했다. 앱인벤터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Java의 복잡한 명
령어 코드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창
의적 생각만 있다면 원하는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현재 앱
인벤터는 구글에서 미국 MIT공대 모바일학습센터로 이관이 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앱 인벤터 설치 및 설정 과정
구글 크롬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크롬을 설치한다.(익스플로러 환경
에서도 앱인벤터 설치 및 실행은 가능함)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 →구글 크롬 다운로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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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appinventor.mit.edu 에 들어간다.

▲ 크롬에서 실행시킨 화면

2. Explore클릭

3. SETUP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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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Prepare Your System (Java)' 클릭

5. 주황색 버튼 ‘Launch’클릭(컴퓨터에 Java7이 깔려 있으면 NotaPad가 나올 것
이다. 하지만 만약 NotePad가 나오지 않는다면 App Inventor requires Java에
서 파란색으로 써진 'Java Installation'클릭하여 설치한다.

6. ‘2. Install App Inventor Softwar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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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신의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여 설치(Download)한다. 윈도우 환경
의 경우 Instructions for Windows를 클릭한다.

8. Download를 클릭한다. 아래 그림이 나오면 실행을 클릭한후 next, I agree 계속
클릭한다.

9. Start App Inventor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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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인벤터 사용하기
MIT에서 만든 앱인벤터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볼 수 있으며,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와 폰이
연결되어 있다면 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Start App Inventor를 클릭한다.
또는 http://appinventor.mit.edu에 들어간다.

2. 아래 그림이 나오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 승인 기억”에 체크 박스 표시를 해제
한다. 체크를 해제 하지 않을 경우 작업이 끝나고 종료 후 다시 구글을 실행 시
키게 되면 로그인 정보가 남아 있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3. App Inventor 프로젝트 개발의 시작화면

가. My Projects : 작성된 프로젝트 목록으로 이동
나. Design : 앱인벤터 디자이니로 이동
다. Learn : 학습 페이지로 이동
라. New : 새 프로젝트 생성한다.
마. Delete : 목록에서 선택한 프로젝트를 제거한다.
바. More Action → Download Source : 앱인벤터 소스를 로컬로 다운로드한다.
사. More Action → Upload Source : 로컬 소스를 앱인벤터로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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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 Inventor 용어정리
가. 프로젝트(Project) : 하나의 앱의 단위(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한 화면 구
성, 동작 방식 등의 자료를 묶은 것)
나. 컴포넌트(Component) : 화면면에 배치되는 구성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한
다. 예를들어 사진이나 버튼, 글상자와 같이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디자이너(Designer) : 앱을 만들 때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컴포넌트
의 속성을 지정하는 도구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앱인벤터 디자이너로부터 시
작된다.

- 팔레트(Palette) : 선택 가능한 컴포넌트를 표시
- 뷰어(Viewer) : 앱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배치
- 컴포넌트(Components) : 앱에서 사용된 컴포넌트를 트리형식을 표시
- 프로퍼티(Properties) : 사용하는 컴포넌트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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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력 앱 개발하기
1. 프로젝트 생성
- “New" 버튼 클릭

- Project name : Test입력

2. 디자이너
- 팔레트에서 TextBox를 Viewer 가운데로 드래그(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
태에서 뷰어공간에 끄어다 놓으면 된다.)
- 컴포넌트 영역 TextBox1 선택

- 프로퍼티 영역 Text에 본인의 이름을 입력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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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 에디터 실행
- Open the Blocks Editor클릭)

- 아래 버튼으로 바뀌면 다시 클릭하여 파일을 설치한다.

- 아래 그림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다.

4. 블록 에디터
- 블록 에디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New emulator"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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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이 나오면 “OK”클릭

- 에뮬레이터 화면(에뮬레이터는 가상의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서 실행하여 제작한 어플을 사용해보는 테스터이다.)

- “Connect to Device”클릭 “emulator-5554”를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제작한
앱을 에뮬레이터라는 가상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된다.

5. 앱 실행
- 에뮬레이터 화면(앱이 실행되는 것을 에뮬레인터 화면을 통
하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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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력 앱 개발하기
1. 프로젝트 생성
- “New" 버튼 클릭

- Project name : picture입력

2. 디자이너
- Media 영역 Upload new를 선
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Upload한다.
- 팔레트에서 image를 Viewer 가운데로 드래그(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
에서 뷰어공간에 끄어다 놓으면 된다.)
- 컴포넌트 영역 image1 선택
- 프로퍼티 영역 picure를 클릭하여 Upload한 그림을 선택
- Width - “Fill parent” 선택한다(가로 길이가 화면에 맞게 조정된다.)
- Height - pixels을 클릭하여 “300” 입력한다.
- 팔레트에서 Button을 Viewer 아래로(그림 밑) 드래그(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
른 상태에서 뷰어공간에 끄어다 놓으면 된다.)
- Button을 하나 더 Viewer 아래로(그림 밑) 드래그하여 2개를 생성한다.
- 컴포넌트 영역 Button1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Text에 “그림 보이기”입력한다.
- 컴포넌트 영역 Button2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Text에 “그림 숨기기”입력한다.
- 컴포넌트 영역 Button1을 클릭하고 Rename클릭하여 "pictureshow"로 수정한다.
- 컴포넌트 영역 Button2을 클릭하고 Rename클릭하여 "picturehidden"로 수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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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 에디터
가. 블록 에디터 : 버튼에 대한 행동양식을 설정하여 버튼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동을 설계하기 위한 공간이다.
나. Built-In : 내장 컴포넌트 숫자, 색 등과 같은 컴포넌트가 존재
다. My Block : 앱 개발자가 디자이너에서 추가한
컴포넌트들이다.
- 클릭 이벤트 처리를 위하여 pictureshow 버튼
블록을 드래그 하여 작성한다.
- 클릭 이벤트 처리를 위하여 picturehidden 버튼
블록을 드래그 하여 작성한다.

4. 에뮬레이터 화면
- 블록 에디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New
emulator"클릭
- “Connect to Device”클릭 “emulator-5554”를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제작한 앱을 에뮬레이터
라는 가상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된다.
- 작동이 되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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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하기
- Package for phone클릭하여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하기
- 스마트폰이 Blocks Editor에 제대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앱으로 변환하려
는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Designer에서 반드시 선택
해줘야 한다. Designer에서 Package for Phone 버튼을 눌러 앱을 생성하
고 동시에 스마트폰에 내려받는다. 팝업 메뉴에서 Download to Connected
Phone을 선택해 다운로드 과정을 시작한다.
나. 바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치
- USB 케이블 없이 진행된다. Package for Phone 버튼을 눌러 Show Barcode
를 선택하여 바코드를 생성한다.
다. 컴퓨터에 APK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 USB 케이블 없이 진행된다. Package for Phone 버튼을 눌러 Download to
this computer를 선택하여 APK파을을 다운로드한다.
- 컴퓨터에 APK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특별한 전송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
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개발자
의 구글 계정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앱을 보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 이 방법은 온라인상의 개인 웹 서버를 통해 파일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
람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법을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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