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라!

성
구
의
책
이

개요
주제 개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제작 의도를 알려 선생님들에게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목표
주제에 따른 학습 목표를 내용 목표, 과정 목표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STEAM 과목요소
: Science 과학,
예술,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 Math 수학 과목 요소들을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STEAM 단계 요소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에 따른

상황제시요소,

감성적체험, 진로 진로방향제시를 제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창의적설계,

지도안 총괄표
전체적인 수업계획 총괄표를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계획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학습과정
각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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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①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 내 소중한 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 악성코드가 무엇인가요?
■ 보드게임을 설계해보자
■ 보드게임을 디자인해보자
■ 게임을 즐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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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및 제작의도
지난 6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사이버공격을 받아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보다 앞선 3월 20일에는 금융회사와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
되고 일반 사용자 다수의 PC가 피해를 입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는 2003년 이후에만 18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
라 통신사나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가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수백억 원의
1)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이런 현실과 함께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글로벌 지출 규모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가 1,9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13년 DDoS(서비스거부공격) 방지 시장의 규모가 2012년 대
2)

비 30%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킹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0년에 발간한 한국의 직업전망지표
(2010)에서 컴퓨터보안전문가는 7개 영역의 점수를 종합한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
며 미래의 유망 직업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직업군 중에 하나인 ‘컴퓨터 보안 전문가’와 관련된 프로젝
트를 통해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
사와 학생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 관련 프로젝트 지도 및 수행과정을 통해 ‘컴퓨터 보
안 전문가’가 하는 일과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프로그램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기본 소양을 언
플러그드(unplugged) 교육을 응용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설계하였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해당 직업
의 핵심 원리인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컴퓨터 보
안 전문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1) 출처: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정보_보안_사고_목록#cite_note-1)
2)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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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보가 조작·훼손되어 피해가 생기는 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생체 바이러스의 특성과 악성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보 조작·훼손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정보 훼손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게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게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3. STEAM 과목 요소


: 생체 바이러스의 특징



: 스마트기기와 최신 웹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하기



: 보드게임에 필요한 게임판과 카드 제작하기



: 보드게임에 가장 어울리는 도형을 찾아 게임판 구성하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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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Context 상황 제시
DDoS 공격,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금융대란, 스파이웨어로 인한 PC자료 유출 등
의 사례 제시
적어놓은 메모의 내용이 바뀌거나 손상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내 정보는 어떻게 해서 바뀌거나 훼손되었는지 알아보자
생체 바이러스와 악성프로그램의 특징을 비교해보자
내 정보가 바뀌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미완성된 보드게임을 완성해보자.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완성된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소중한 정보를 지켜봅시다.
소중한 정보를 지키려는 의지를 다져봅시다.

: Emotional Touch 진로 설계
컴퓨터보안 전문가가 하는 일을 이야기해보자.
컴퓨터보안 전문가가 갖춰야할 소양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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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소주제

STEAM
과목 요소

교수·학습활동
악의적인 접근에 의해 정보가 조작되거나 훼손되
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악성코드의 위험성을 담은 동영상 (뉴스, 실제사
례)
•동영상의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
가 생길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내 정보가 조작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내게 어떤 피
해가 생길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서로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정보를 바꿔봅시다.
•이 일로 인해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생
각해봅시다.

1~5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악성코드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내 정보를 조작·훼손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지 생각해봅시다.
•생체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를 조사하여 비
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우리 몸이 생체 바이러스에 어떻게 저항하는 지
알아봅시다.
•내 정보를 조작·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접근 방
법을 정리해봅시다.
•악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까?
게임의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채워 우리 주변의
5가지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게임을 완성해봅시
다.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를 조작·훼손하기 위해 접
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악의적인 접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봅
시다.
•게임판과 카드를 디자인해봅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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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목 요소

교수·학습활동
보드게임을 즐겨봅시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소중한 정보를 조작·훼손하
려는 시도를 막아봅시다.
•게임을 하고 나서 느낀점을 나누어봅시다.

6. 교육과정
주제

차시

교과

과학

내
소중한
1-5
정보를
지키자!

기술
·
가정

STEAM 성취목표/
비고
성취요소
중학교 1 과학이 우리 생활에 질 병 을 고 치 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되는 과학의 예를
1-1.
과학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찾을 수 있다.
생활이다. 있다.
단원

기술의 발달과 미래
사회와의 관련성을
중학교 1
이해하고, 현재의
3-3
생활과 미래 사회의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기술
있는 실천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미래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정보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정보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중학교 2
3-2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미술

단원 학습목표

편리하고 아름다운 미 적 인 감 각 을
생활 속에 생활을 위하여 미술이 활용하여 보드게임
스며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도구를 만들 수 있다.
미술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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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계획
 수행 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집중과
좋 으 며 과 제 를 끈 기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끈기가 부족함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호기심과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감성적
자신감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체험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창의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나타남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해결 수집하고 분류하기 위한
방안 및 계획이 구체적임
계획
창의적
설계

문제
해결
과정

대상과 관련된 정보
수집계획이 구체적이나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는
계획은 미흡함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세우기를
어려워하고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함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찾아내고 주제별로 정보를 찾는데 미흡하나 찾은 느끼고 주제별로 분류하는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할 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함
분류함
있음

제작한 산출물에 예술과 제작한 산출물에 예술과 제작한 산출물에 융합적
산출물
공학의 융합적 사고가 공학의 융합적 사고가 사고가 나타나지 않음
도출
부분적으로 나타남
잘 나타남
총평

 학생 자기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감성적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체험 •컴퓨터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소양을 말할 수 있는가?

자기
평가 창의적 •정보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설계 •보드게임을 완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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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학습과정안
학습주제
대 상
학습목표
학습자료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요
중등
차시
1~5/5
융합요소
보드게임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정보를 조작·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접근을 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교사: 보드게임 제작을 위한 종이류, 색깔이 있는 펜, 칼, 가위,
학생: 학습지(교재), 컴퓨터(가능한 경우)

단계

교수· 학습활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뉴스 화면 및
생각 ▶ 악의적인 접근에 의한 정보 조작 및 훼손 사례
10
실 생 활 에 서 동영상
열기
•(동영상 시청 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 어 나 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정 보 보 안
사 고 를
•(뉴스를 듣고) 왜 이런 피해를 입었나요?
활 용 하 여
- 정보가 조작·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상 황 을
제시함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조작·훼손된다면?
•(칠판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30
적는다.)
•이 정보를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내용을 바꾸거나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바꿨을 때 어떻게 될지 살펴봅시다.

▶ 여러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

▶ 학습문제 확인
♣ 내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려는 접근을 막는
방법을 생각하여 미완성인 게임을 완성해봅시다.

5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바이러스와 악성프로그램을 알아보자
[활동2] 미완성인 보드게임을 완성해보자
[활동3] 보드게임을 즐겨보자
생각 ▶[활동1] 바이러스와 악성프로그램을 알아봅시다. 45
펼치기 •우리 몸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봅시다.
•컴퓨터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봅시다.

12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가능하면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검색하도록
한다.

01

Chapter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단계

교수· 학습활동

시간

생각
펼치기

•컴퓨터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봅시다.
•생체바이러스와 컴퓨터바이러스의 공통점을
살펴봅시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생각
펼치기

•컴퓨터 상에서 정보를 조작·훼손하기 위한 15
악의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악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생각 ▶ 미완성인 보드게임을 완성해보자
30
다지기 •게임의 목적을 알아봅시다. (게임의 승패)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봅시다.
•카드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게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그 밖에 필요한 규칙을 정해봅시다.
•게임판과 카드를 디자인해봅시다.
45
•구상된 내용에 따라 게임판과 카드를
만들어봅시다.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모둠에서
과제를 나누어서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할 때
OKmindmap을
이용한다.
(http://www.
okmindmap.
com)

▶보드게임판
예시

45
생각 ▶ 보드게임을 즐겨보자
다지기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누어 완성한 보드게임을
즐겨봅시다.
되돌아 •게임을 하고 느낀점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보기
진로 ▶ 내 능력과 관련하여 진로 설계하기
설계 •컴퓨터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내게 더 필요한
하기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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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사이버네트워크전문가 되기 프로그램: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1차시/ 내 소중한 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학습주제: 내 소중한 정보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준비물: 교재, 활동지, 4절지, 포스트잇

생각 열기
▶ 뉴스 동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봅시다.

▲ 2013년 3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51816_5780.html)

▲ 2013년 9월 17일 KBS 뉴스라인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
2725598)

•뉴스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이런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봅시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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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보가 조작되거나 훼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인성캠프 신청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이며 참가비는 20,000원입니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보가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정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활동지에 각자 자신만의 소중한 정보를 적어봅시다.

•모둠별로 다른 색의 포스트잇에 자신의 정보를 옮겨적고 교실 어디엔가 붙여봅
시다.

•다른 모둠의 포스트잇에 적힌 정보를 2개씩만 바꾸어봅시다.

•내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봅시다.

• 내 소중한 정보가 조작되거나 훼손되어서 내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을지 생
각해봅시다.

생각 쑥쑥
▶ 뉴스에 등장하는 악성코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
는지 상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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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1-1 주제: 내 소중한 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2013년 3월 20일에 금융회사와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일반 사용자 다수의 PC가

피해를 입는 사이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는 2003년 이후에
만 18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통신사나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가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수백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살펴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생각하
여 적어봅시다.

⦁이런 피해가 생겨난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내게 이와 같은 피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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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1-2 주제: 내 소중한 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게 정말 소중한 정보를 생각해봅시다.

⦁내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봅시다.

⦁다른 친구들이 조작하거나 지워버린 내용 때문에 내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을지 상상
하여 적어봅시다.

⦁뉴스에 등장하는 악성코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지 상

상하여 적어봅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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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1-1
▣ 방송사·은행 전산망 사이버테러 당해‥일제히 마비
- 2013년 3월 20일 있었던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 마비 사고 관련 뉴스 보도 내용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51816_5780.html)

◀ＡＮ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와 KBS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
의 전산망에 동시에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악성코드에 의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해인 기자입니다.

◀ＶＣＲ▶
오늘 오후 2시.
MBC 본사 내부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 1천여 대가 일제히 다운됐습니다.
전원을 다시 켜도 에러 메시지만 뜰 뿐 컴퓨터는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KBS와 YTN, 그리고 신한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금융사 5곳에서도 같은 현
상이 발생했습니다.
방송 송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인터넷 접속과 사내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방송
사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금융사들의 경우 영업점 창구 업무는 물론 인터넷 뱅킹
과 현금입출금기의 작동이 중단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방통위와 경찰은 현장 대응 인력을 피해기관에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으
며 오후 3시에는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를 4단계에서 3단계
로 한단계 격상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 발생 직후 김장수 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했
고, 국가위기관리실에 대응팀을 만들어 실시간 대처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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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1-2
▣ 계좌 이체 정보 뒤바꿔 송금액 빼돌려
- 2013년 9월 17일 있었던 인터넷뱅킹 피해 사례 뉴스 보도 내용
(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25598)

◀ＡＮＣ▶
인터넷뱅킹 해킹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정보를 뒤바꿔 엉뚱한 곳으로 돈이 송금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올해 49살의 주부 이미란 씨.
최근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원래 163만원을 송금하
려 했는데 이체 확인 화면에는 290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신자도 처음 접하
는 이름이었습니다. 신종 해킹 수법입니다.
인터뷰 이미란(경기도 용인시)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뭐지 그런 것 있잖아요. 뒤
통수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했죠 안타깝
고.”
누군가 이씨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계좌이체를 위해 입력한 계좌정보와
이체금액을 변경시켜 돈을 빼돌린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주 나흘간 발생한 피해자는 22명. 피해금액만 5천만 원입니다. 은행
계좌이체시 평소보다 느리게 진행될 경우 이같은 해킹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여정(반장/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pc에 대해
서는 최적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윈도 보안 패치를 항상 업
데이트하시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은 계좌이체를 할 때 문자나 ARS 전화로 추가 인증을 하도록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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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1-3
▣ 3.20 전산대란

(출처: 위키백과사전)

3·20 전산 대란은 2013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과 기업의 전산망이 마비
되고,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1. 원인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의 브리핑
악성코드의 유포로 3만 2천여 대의 시스템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통신위
원회는 사건 당일 브리핑에서 “피해 기관으로부터 채증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특
정 업체의 업데이터 관리 서버(PMS)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
명했다. 다음날인 21일 브리핑에서는 단일 조직에 트로이 목마를 통해 사전에 유입된
악성코드에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기업의 악성코드 유입 경로 추적 결과 중
국 소재 IP 주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2일 중국이 아니라 농협은행의 것
으로 정정했는데 ‘101.106.25.105’라는 사설 IP 주소가 중국의 국제 공인 IP 주소와
같아 잘못 판단했다고 한다.
▶ 보안 업체의 조사 결과
보안 업체인 잉카인터넷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ApcRunCmd.exe, Othdown.exe라
는 파일명의 악성코드가 확인되었다. 이 악성코드는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가 되
면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우리는 악성코드가 자사와 안랩의 백신
프로그램의 구성 파일로 위장했다며 정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기업 PC에 침투
한 후 실행되어 전산망 마비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우리와 안랩 관계자 모두
자사 백신에 보안 취약점은 없다고 밝혔다. 22일 안랩의 김홍선 대표는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랩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버가 아니라 고객사
각자가 관리하는 사내의 관리자 서버가 해킹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보안 업체인 ‘소포스’(Sophos)가 운영하는 ‘네이키드 시큐리티’ 블로그에 올라
온 글에 따르면 이미 소포스 제품은 약 1년 전부터 이 악성코드를 감지해왔으며, 하우
리와 안랩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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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코드에 포함된 다양한 명령은 난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보안 업체인 ‘맥아피’
(McAfee)는 이 악성코드가 PuTTY의 설정 파일을 취득하여 원격에 있는 시스템을 파
괴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파일을 추가로 받거나 윈도 레지스트리를 변경
하는 일은 없이 오직 시스템을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는 목적만 있다고 결론내
렸다. 덧붙여 이 악성코드의 초기 형태가 지난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 정부 발표 조사 결과
4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으며, 2012년 6월 28일부
터 최소한 6대의 북한 내부에 있는 PC들로부터 피해 기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
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절취했다고 밝혔다.

2. 공격 및 피해
▶ 1차 공격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와 볼륨 부트 레코드(VBR)를 파괴하여 컴퓨터가 부팅이 되
지 않았다. KBS, MBC, YTN 등 주요 언론사 PC도 피해를 입어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또한, KBS는 이 날 전산망 복구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차단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켰고, 농협은
행도 일부 PC에서 문제를 일으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LAN 케이블을 분리하였
다. 이들 은행은 당일 오후 6시까지 영업을 연장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도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었으나, 내
부 시스템으로 방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은
행 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같은 날 자칭 ‘후이즈’(Whois)라는 해커 그룹이 LG유플러스의 그룹웨어를 해킹
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금융사 및 방송사의 전산 마비와는 무관하다
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잉카인터넷에서는 후이즈가 남긴 변조화면을 구성하는 악성코
드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동일범일 것이라고 밝혔다.
▶ 변종 등장
안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변종을 포착했
다고 발표했다. 이 변종은 명령을 전달하는 서버와 교신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해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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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시간대에 일제히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미 수백 대의 PC가 감염되었다고 밝혔
다.

3. 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사건과 관련, “우선 조속히 복구부터 하고 원인은 철저히 파악
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
하였다.
보안 업체 안랩, 하우리 등은 자사 제품이 문제를 일으킨 악성코드를 검출할 수 있도
록 긴급 업데이트를 실시하거나 전용 백신을 배포하고 있다. 각 업체가 부여한 진단명
은 아래와 같다.

안랩 - Win-Trojan/Agent.24576.JPF (JPG, JPH), Dropper/Eraser.427520
잉카인터넷 - ApcRunCmd.exe : Trojan/W32.Agent.24576.EAN / Othdown.
exe : Trojan/W32.Agent.24576.EAO
하우리 - ApcRunCmd.exe : Trojan.Win32.U.KillMBR.24576 / Othdown.exe :
Trojan.Win32.U.KillMBR.24576.A
시만텍 - Trojan.Jokra
소포스 - Mal/EncPk-ACE (별칭 “Dark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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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트워크전문가 되기 프로그램: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2차시/ 악성코드가 무엇인가요?
▶학습주제: 우리 주변의 정보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악성코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준비물: 교재, 활동지, 컴퓨터 혹은 스마트기기

생각 펼치기
금융사와 언론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중간에서 돈을 가
로채버리는 일이 모두 악성코드 때문이라는데, 악성코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컴퓨터바이러스와는 다른 것일까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에
대해 알아보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봅시다.

▲ 어린이들에게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 바이러스

▲ 화면에 알파벳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폭포바이러스

1. 우리 몸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컴퓨터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
키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해봅시다.
2.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컴퓨터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3. 컴퓨터바이러스 이외의 악성코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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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2-1 주제: 악성코드가 무엇인가요?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를 기억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명이 신종플루

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신종플루는 H1N1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

해 발생하는 병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몸에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몸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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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2-2 주제: 악성코드가 무엇인가요?
얼마전,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USB메모리에 갑작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아이콘이 모두 바로가기 모양으로 변해버리고 그 폴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버린

것입니다. USB메모리 안에는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 선

생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지내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겨우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오토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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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2-3 주제: 악성코드가 무엇인가요?
⦁인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컴퓨터바이러스를 비교해봅시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조사하여 정리해봅시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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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2-4 주제: 악성코드가 무엇인가요?
⦁컴퓨터바이러스 이외에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에 대해 조사

해봅시다.

⦁악성코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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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2-1
▣ 바이러스

(출처: 위키백과사전)

바이러스(virus)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전염성 병원체이다. 유전물질인 DNA나 RNA
와 그 유전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된다. 바이러스라는 단어는‘독’을 뜻하
는 라틴어 낱말 ‘비루스(virus)’ 에서 유래한다. 크기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주로 10 ~ 1000 nm 사이이다.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DNA나 RNA를 숙주 세포 안에 침투시킨 뒤 침투당한 세포의 소기관들을 이용
하여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바이러스들을 생산한다. 이 과정
에서 숙주 세포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숙주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숙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바이러스의 매개체 역할만 하
는 경우도 있다.

1. 역사
루이 파스퇴르는 광견병의 병원체를 찾을 수 없어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너무 작은 병
원균을 발견해내는 것에 대하여 궁리하였다. 1884년에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찰스 챔
버랜드는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구멍을 지닌 필터를 발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필터
를 통해 박테리아를 포함한 용액을 통과시켜 이 용액으로부터 이들을 걸러낼 수 있었
다. 1892년에 러시아의 생물학자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는 이 필터를 이용하여 현재
의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는 감염된 담배잎으로부터 으깬 잎
추출물이 필터 과정을 거쳤더라도 감염성이 유지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바노프스키
는 이 감염이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독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 생각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당시, 모든 감염체들은 필터를 통해 존속되어 영양배지에
서 증식시킬 수 있다고 여겨졌고, 이는 질병의 배종설(매균설)의 일부가 되었다. 1898
년에 네덜란드의 미생물학자 마루티누스 베이제린크는 이 실험을 되풀이하였고 필터
처리된 용액에 새로운 형태의 감염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는 이 감
염체가, 분리된 세포에서만 증식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의 실험을 통해 그것이 입
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를 contagium vivum fluidu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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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으며 이 낱말을 바이러스(virus)라 하였다. 베이젠리크는 바이러스가 자연 상에서
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이론은 나중에 웬들 스탠리가 바이러스
가 미립자성을 띄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같은 해에 프리드
리히 뢰플러와 프로시는 최초의 동물성 바이러스(구제역을 일으키는 아프타바이러스)
를 비슷한 필터를 통해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

2. 분류
바이러스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식물 바이러스·동물 바이러스 및 세균 바이러스(파
지)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생물 증식의 근원이 핵산에 있으므로 핵산의 종류에 따
라 분류하게 되었다. 즉, 2종류의 핵산 중에서 어느 것을 가졌는가에 따라 DNA바이러
스 아문과 RNA바이러스 아문으로 나뉘며, 이들은 다시 강·목·과로 세분화된다. 바
이러스는 증식에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생물에 기생하면서 숙주
가 가진 것을 이용하여 증식한다. 천연두나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대장균에 기
생하는 T파지는 DNA바이러스이다. 이에 대해, 유행성 이하선염(항아리손님)·홍역·
광견병·소아마비·일본뇌염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는 바이러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I: dsDNA 바이러스(겹가닥 DNA 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 헤르페스바이러스,
마마바이러스 등
II: ssDNA 바이러스(외가닥 DNA 바이러스) - 파르보바이러스 등
III: dsRNA 바이러스(겹가닥 RNA 바이러스) - 레오바이러스 등
IV: (+)ssRNA 바이러스(양성-극성 외가닥 RNA 바이러스) - 피코르나바이러스,
토가바이러스 등
V: (-)ssRNA 바이러스(음성-극성 외가닥 RNA 바이러스) - 오르토믹소바이러스,
라브도바이러스 등
VI: ssRNA-RT 바이러스(외가닥 RNA-RT 바이러스) - 레트로바이러스 등
VII: dsDNA-RT 바이러스(겹가닥 DNA-RT 바이러스) - 헤파드나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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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바이러스는 RNA나 DNA의 유전물질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capsid, 캡
시드)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단백질 껍질(캡시드)는 구슬 모양의 단
백질(capsomere, 캡소머)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이
외에 지질로 이루어진 막을 가지기도 한다. 이 지질층은 숙주세포의 세포막에서 유래
한 것이다.

4. 특징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영양 배지에서는 배양할 수 없지만 살아 있는 세포에서는 선택적
으로 기증 ·증식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미생물학
자들은 1900년대 초, 페트리 접시에서 자라는 세포층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법
(세포배양)을 개발하였다.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에 대
한 논쟁이 있다.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생물이
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세포구조 없이 존재하는 생물을 뜻하는 단어인 비세포성 생
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5. 생물적 특성
(숙주 세포의 효소를 이용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증식, 유전, 적응등의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
자기복제가 가능해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6. 무생물적 특성
핵이 없고 세포막 등의 세포 기관도 없다.
독립적인 효소가 없어 독립적 물질대사가 불가능하다.
생물체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한다.

7. 복제 경로
바이러스의 복제 경로 또는 생활환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용균성(lytic): 숙주 세포를 감염시킨 후 숙주 세포를 파괴하며 복제된 바이러스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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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방출
·용원성(lysogenic): 잠재성 바이러스. 숙주 세포를 감염시킨 후 숙주 세포 염색체의
일부로 끼여들어간다. 세포 분열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도 같이 복제가 되며, 암을 유
발시키기도 한다. 조건에 따라 용균성 상태가 되기도 한다.

8. 바이러스가 원인인 주요 질병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
·감기: 리노 바이러스 또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원인
·에이즈: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가 원인
·담배 모자이크 병: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TMV)가 원인
·천연두
·소아마비
·구제역

9. 바이러스의 이로운 사용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숙주 세균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항생제의 급격한 사용
으로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했다. 하지만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면(파지 요법)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파지 요법이 연구가 중단되었지만,(항생제 때문에) 요즘 다시 파지 요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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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2-3
▣ 컴퓨터바이러스

(출처: 위키백과사전)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스스로를 복제하여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복제 기능이 없는 다른 종류의 악성 코드, 애드웨어, 스파이웨어와 혼
동하여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는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일부 형식
의 실행 코드로) 확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용자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는 플로피 디스크, CD, DVD, USB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매체를 통하여 바이러스
를 전파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 접근
하는 파일 시스템 상의 파일을 감염시킴으로써 다른 컴퓨터로의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970년대에 인터넷의 시초인 아파넷에서 크리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으며 이것이
최초의 바이러스로 기록되어 있다. 크리퍼는 실험적인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었으며
1971년에 BBN에서 밥 토머스가 작성한 것이다. 크리퍼는 아파넷을 사용하여 TENEX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DEC PDP-10 컴퓨터들을 감염시켰다. 크리퍼는 아파넷을 통
한 접근 권한을 얻었고 스스로를 “I’m the creeper, catch me if you can!”(나는 크리
퍼다, 잡을 수 있다면 나 잡아봐라!)라는 메시지를 원격 시스템에 복사시켰다. 뒤에 리
퍼(Reaper)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크리퍼 바이러스를 지우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최초의 바이러스는 (c)브레인이라고 하는 부트 섹터 바이
러스였으며 1986년에 파루크 앨비 형제가 만들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매크로 바이러스가 일상화되었다. 이 바이러스 대부분이 워드와
액셀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위한 스크립팅 언어로 기록되어 마이크로소
프트 오피스를 통하여 문서와 스프레드시트를 감염시키며 퍼져나갔다. 워드와 액셀이
맥 오에스 텐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대부분이 매킨토시 컴퓨터에도 퍼질 수
있었다.
2002년 이후에는 마이스페이스와 야후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
립팅 바이러스의 여러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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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복제하려면 바이러스는 코드 실행과 메모리로의 기록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
러한 까닭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그들 스스로를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의 일부일 수
있는 실행 파일에 첨부해 들어간다. 사용자가 감염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 바
이러스 코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바이러스들은 실행될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비상주 바이러스들은 즉시 감
염될 수 있는 다른 호스트들을 찾아 대상을 감염시키며 끝내 감염된 응용 프로그램에
제어권을 넘긴다. 상주 바이러스들은 이들이 위치한 호스트를 검색하지 않으나 실행
을 할 때 스스로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호스트 프로그램에 제어권을 넘긴다. 바이러스
는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동작하며 이 파일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자체에
서 접근하면 새로운 호스트들을 감염시켜 버린다.
비상주 바이러스는 검색자 모듈(finder module)과 복제 모듈(replication module)로 이
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검색자 모듈은 감염을 시킬 새로운 파일들을 찾는 데
치중한다. 검색자 모듈이 각 새로운 실행 파일과 마주치면 복제 모듈을 호출하여 해당
파일을 감염시킨다.
상주 바이러스는 비상주 바이러스가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복제 모듈을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이 모듈은 검색자 모듈을 통해 호출되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는 일단 실행
하게 되면 복제 모듈을 메모리에 상주시키며 운영 체제가 특정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
해 호출될 때마다 이 모듈이 실행하게끔 한다. 이 복제 모듈은 이를테면 운영 체제가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호출된다. 이 경우 바이러스는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정상적
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감염시킨다. 상주 바이러스는 빠른 감염자(fast infector)와 느린
감염자(slow infector)로 나뉘기도 한다. 빠른 감염자는 가능한 많은 파일에 감염하도
록 고안되어 있다. 이를테면 빠른 감염자는 접근을 하는 모든 잠재적인 호스트 파일을
감염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는 시스템 전체 검색시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의 잠
재적인 모든 호스트 파일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이 이러한 바
이러스가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검사 프
로그램에 타고 올라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모든 파일들을 감염시켜버린다. 빠른 검
색자는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방식에서 보이는 단점은 수많은
파일을 감염시킬 때 이를 빨리 감지해낼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까닭은 바이러스가 컴퓨

33
사이버 네트워크 전문가

M
at
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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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터를 느리게 만들거나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의심
스런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느린 감염자는 비정기적으로 호스트를 감염시
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테면 일부 느린 감염자는 일들이 복사될 때 파일을 감염시
키기만 한다. 느린 감염자는 이러한 동작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감지를 피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이들은 컴퓨터를 눈에 띄게 느리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프로그램에
의한 의심스러운 동작을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이 감지할 때 비정기적으로 바이러
스 검사 프로그램이 뜨게 만든다. 그러나 이 느린 감염자 접근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내용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진 실행 파일 (이를테면 MS-DOS의 COM 파일, EXE 파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의 PE 파일, 리눅스의 ELF)
·플로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 파티션의 볼륨 부트 레코드
·하드 디스크의 마스터 부트 레코드 (MBR)
·일반 목적의 스크립트 파일 (이를테면 MS-DOS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일괄 파
일, VB스크립트 파일,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의 셸 스크립트 파일)
·응용 프로그램 특유의 스크립트 파일 (이를테면 텔릭스 스크립트)
·시스템 특유의 자동 실행 스크립트 파일 (이를테면 윈도가 자동으로 USB 메모리 등
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Autorun.inf 파일)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셀 스프레드시트, 아미프로 문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취약성
·임의의 컴퓨터 파일.
바이러스에 대한 운영 체제의 취약성
생물의 개체 하나하나가 유전자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갈 가
능성을 줄인 것 같이 네트워크 상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다양성도 이와 비슷하게 바
이러스가 벌이는 잠재적인 파괴를 제한한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데스크톱 운영 체제와 오피스 제품군의 시장 우위를 차
지하였던 1990년대에 특별한 개념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특히 마이

34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01

Chapter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크로소프트 아웃룩,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
람들은 특히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데스크톱 시장
의 주도성으로 바이러스 제작자들이 표적으로 삼았고 바이러스 제작자가 이용하는 허
점과 수많은 오류를 비롯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통합형, 개별형 마이크로소프
트 응용 프로그램들(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과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
는 스크립팅 언어로 된 응용 프로그램(이를테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및 네트워킹
기능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특히 취약하다.
윈도가 이제껏 바이러스 제작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운영 체제가 되었지만 일부 바
이러스는 아직도 다른 운영 체제에 존재한다.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운영 체제는 이론적으로 바이러스를 실행할 수 있다. 일부 운영 체제는 다
른 운영 체제에 비해 덜 안정적이다. 유닉스 기반 운영 체제 (및 윈도 NT 기반 플랫폼
의 NTFS 인식 프로그램)는 사용자들이 보호된 메모리 공간 안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단추를 눌러 바이러스를 다운로
드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보안 분석가 디디에 스티븐스(Didier Stevens)는
6개월 동안 구글 애드워즈에 “Is your PC virus-free? Get it infected here!”(여러분
의 PC는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 있습니까? 이 곳에서 감염되어 보십시오)라며 광고
운동을 벌였다. 결과는 무려 409번 클릭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역할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리소스의 허가되지 않은 이용을 막기 위한 특별한 기능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확산을 위하여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 안의
소프트웨어 버그를 이용하여야 한다. 수많은 버그를 양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악의적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및 기타 방지 대책
수많은 사용자들은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실행한 뒤에,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를 찾아내어 없앨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바이러스 검사 소
프트웨어가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로는 가장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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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검사 방식으로, 바이러스 서명 정의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
메모리의 내용(램, 시동 섹터), 고정 및 이동식 드라이브(하드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
브)에 저장된 파일을 검사하고 알려진 바이러스의 서명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파일을
비교함으로써 수행하게 된다. 이 감지 방식의 단점으로는 사용자가 최신 바이러스 정
의 업데이트에 속한 바이러스로부터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으
로는 발견적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컴퓨터 행위에 따라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방식은 보안 회사가 서명을 작성할 바이러스까지도 검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부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은 비슷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보낸 편지, 받은 편
지뿐 아니라 열려 있는 파일을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실시간 검사”(on-access
scanning)라고 부른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안 허점
을 보완하여야 한다.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위협
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

복구 방식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완전히 운영 체제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
로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컴퓨터가 바이러스
에 걸렸어도 이에 대비한 복구 옵션이 수없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은 바이러스의 종
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 제거
윈도 Me, 윈도 XP, 윈도 비스타, 윈도 7, 윈도 8에는 시스템 복원이라는 도구가 있어
서 레지스트리와 중요한 시스템 파일을 이전 검사 지점으로 돌릴 수 있다. 바이러스가
시스템을 붙잡아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껐다 켜면 그 즉시 시스템 복원을 보여 줄 것
이다. 바이러스가 복원 파일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이전 복원 지점에 존재하지도 않는
다면 이전 날의 복원 지점을 선택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일부 바이러스들은 시스템 복
원과 다른 중요한 도구(작업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못 하게 만드니 주의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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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재설치
운영 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 또한 바이러스 제거의 다른 방안이다. 단순히 운영 체제
파티션을 다시 포맷하고 원본 매체로부터 운영 체제를 설치하거나, 깨끗한 백업 이미
지의 파티션의 이미지 복제 과정을 동반한다. 이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별도로 바이러
스 검사를 하는 것보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악성 코드를 모두 제거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용 바이러스
스스로 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트로이 목마로 불리며, 프로그램 복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는 컴퓨터 웜으로 불린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숙
주인 컴퓨터 내부에서만 증식을 하는 악성코드를 바이러스라고 하며, 숙주 컴퓨터가
필요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계속 증식이 가능한 악성 코드를 웜이라고 한다. 요즈음은
웜과 바이러스의 특징을 결합하여 프로그램에 기생하며 네트워크로도 감염시키는 웜
바이러스들도 많이 생겼다.
시동 바이러스
시동 바이러스(boot virus)는 컴퓨터를 처음 시동할 때 실행되는 시동 프로그램에 기생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시동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이 되면 시동 프로그램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처음 시동하고 그 뒤에 디스크 시동을 시작하는 순간
해당 바이러스도 메모리 상주 형식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시동을 방해하는 등의 작
용을 한다. 대표적인 시동 바이러스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브레인 바이러스, LBC 돌
바이러스 등이 있다. 만일 시동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
면 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동 디스크를 제작한다. 만일 깨끗한
부팅 디스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 주의할 것은, 부팅 디
스크로 부팅 후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완전히 종료하고 부팅 디스크를 삽입한 후 재시동한다.
·디스크 부팅 전에 CMOS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부팅 순위를 확인한다. 이때 준비된
부팅 디스크가 가장 먼저 부팅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팅 순위를 조정한다.
·시동 디스크를 통해 시동이 된다. 시동이 끝나면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시동 바
이러스를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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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트워크전문가 되기 프로그램: 특명! 내 소중한 정보를 지켜라!

3차시/ 보드게임을 설계해보자
▶학습주제: 정보에 대한 악의적인 접근을 막는 게임을 설계해봅시다.
▶준비물: 교재, 활동지

생각 펼치기
1. 악성코드가 어떻게 컴퓨터로 침투하는지 생각해봅시다.

2. 악성코드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생각 다지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악성코드가 실제
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매우 어
려운 컴퓨터 공학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코드는 모두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의 소중한 정보를 망가뜨린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
성코드의 특징에서 아이디어를 얻재
미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게임의 목적과 기본적인 규칙은 정해
져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게임에 꼭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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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의 목적과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봅시다.
▶ 게임의 목적
· 게임은 공격팀과 방어팀의 대결로 이루어지며, 방어팀이 공격팀의 공격을 막아내
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 게임판에는 5개의 방이 있고 공격팀은 각 방에 보관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
려는 시도를 하고, 방어팀은 이 정보를 지켜내야 합니다.
· 공격팀이 3번 이상 공격을 성공시키면 공격팀 승리, 방어팀이 공격팀의 공격을 3
번 이상 막아내면 방어팀의 승리입니다.
▶ 게임에 필요한 카드의 종류와 역할
· 게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카드는 모두 3가지 종류입니다.
· “공격카드”에는 방에 침입을 시도하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 “방어카드”에는 방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방법이 적혀있습니다.
· “방의 비밀 카드”에는 방에 보관된 정보의 종류와 현재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지
켜지고 있는지가 제시됩니다.

<저택 제어실 접근코드>
조심하십시오! 접근코드가 유출되면
저택의 모든 문이 잠겨버리게 됩니다.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보석함 속의 보석>
이 저택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담겨있는
보석함입니다.
경비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매달 이 계좌번호로 저택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저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저택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문인식장치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소록>
이번 주말에 열릴 파티에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꼭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을
빠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방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표>
다음 주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잘 보관하세요.
잃어버리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 방의 비밀 카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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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기본적인 방법 및 규칙
· 각 팀2명씩 공격팀과 방어팀을 정합니다.
· 공격카드와 방어카드를 잘 섞어 3장씩 나눠 가지고 나머지는 게임판에 뒤집은 채
로 올려놓습니다.
· “방의 비밀 카드”는 잘 섞어서 각 방의 표시된 곳에 한 장씩 뒤집어놓습니다.
· 게임을 진행하는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차례대로 주사위를 굴려 나온 눈의
수만큼 각 팀의 말을 움직입니다.
· 말이 위치한 칸에 어떤 지시가 적혀있으면 지시에 따릅니다.
· 말이 방에 도착하면 그 방의 “방의 비밀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합니다.
· 도착한 방의 보안 방법에 해당하는 공격 혹은 방어 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제시되고 나면, 순서가 상대팀으로 넘어가면서 상대팀은 앞서 제시된 카드
에 대해 공격 혹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2. 게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팀과 방어팀이 가지게 될 공격 카드와 방어 카
드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 생각해봅시다.

3. 그 밖에 어떤 규칙일 필요할지 생각해서 정해봅시다.
* 게임의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정해져있는 규칙을 고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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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3-1 주제: 보드게임을 설계해보자
⦁악성코드가 어떤 방법으로 컴퓨터에 접근하는지 정리해봅시다.

⦁공격카드와 방어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공격카드와 방어카드는 각각 10장 이상 만드는 게 좋습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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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3-2 주제: 보드게임을 설계해보자
⦁게임에 더 필요한 규칙을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미리 정해진 규칙 중에서 다시 정할 규칙을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모둠에서 결정한 규칙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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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3-1
▣ 보드게임이란?

(출처: 위키백과사전)

보드게임(board game, 말판놀이)은 놀이판 및 간단한 물리적인 도구로 진행하는 놀
이를 말한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게임에 비교해서 오프라인 게임이라고 하
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놀이판 및 종이 등으로 구성된 놀이 딱지(흔히 카드)와 연
필, 놀이패(토큰(token)), 주사위 등으로 구성된 게임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온라
인으로 진행하는 카드게임 등을 포함한다.
주요 보드게임으로는 루미큐브, 모노폴리, 바둑, 뱅!, 부루마불, 승경도 놀이, 오목, 윷
놀이, 장기, 클루, 할리갈리 등이 있다.

▣ 보드게임의 구성 요소
놀이판
보드 게임은 기본적으로 보드, 곧 놀이판(놀음놀이판)이 필요하다. 다만 보드 게임에
서 일컫는 보드는 놀이판의 일부이다. 이 놀이판은 카드놀이처럼 단순히 놀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이면 되나, 말판 놀이에서처럼 특별한 모양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
다. 말판 놀이에 쓰이는 놀이판을 말판이라 따로 칭한다.

말
놀이의 도구로 쓰이는 물건으로 “알”이라고도 불린다. 놀이판 위에서 움직이거나 상
대 말을 잡는 데 쓰인다.

놀이딱지
오늘날 흔히 “카드”라고 불린다. 처음에는 종이나 나무쪽 등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
에는 합성수지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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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패
놀이딱지가 놀이를 이끌어가는 주요 도구라면, 놀이패는 보조적인 도구이다. 토큰(token)
이라고도 부른다. 놀이딱지가 놀이패로서 쓰이기도 하나, 놀이패가 쓰이는 놀이에서는 대
부분 놀이패가 따로 존재한다.
또한 토큰은 종이나 나무, 합성수지뿐만 아니라 금속 등으로 만들기도 하며, 놀이딱지와는
달리 카드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주사위
놀이에 따라서는 주사위 또는 회전판과 같은 난수 발생 장치가 쓰이기도 한다. 주사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6면 주사위, 8면 주사위 등이 있다. 회전판도, 돌아가는 회전판에 다
트를 던지는 회전 다트판이나 둥근 판은 평평한 곳에 가만히 두고 그 중앙에 막대를 달아
돌리는 회전 화살표 등이 있다.2002년 이후에는 마이스페이스와 야후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바이러스의 여러 사례가 있었다.

▣ 보드게임의 종류
카드 놀이
카드라 불리는 놀이딱지와 놀이판이 필요한 놀이를 가리킨다. 카드 게임에서는 대개 놀이
판과 카드만이 쓰인다. 대개 카드와 놀이판은 둘 모두 또는 둘 가운데 하나라도 일정한 형
태를 지닌다.
말판 놀이
놀이판과 말이 필요하다. 이때 말을 움직일 때 주사위와 같은 보조 도구가 쓰이기도 한다.
말판이라 불리는 놀이판이 일정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카드 및 말판 놀이
카드와 말이 함께 쓰이는 놀이도 있다. 이럴 경우 말판 놀이의 일종으로 여겨지게 된다. 예
컨대 부루마블에서는 각 도시를 나타내는 카드와 황금열쇠 카드 등의 놀이딱지가 존재하
며, 그밖에 건물을 나타내는 놀이패(토큰)가 있고, 말판과 말, 주사위가 쓰였다. 보드게임
문명에서도 놀이딱지와 놀이패, 말판, 말, 주사위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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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3-1
▣ 여러 가지 보드게임의 규칙

(출처: 위키백과사전)

1. 부루마블
부루마불은 1982년 씨앗사에서 출시한 대한민국 최초의 보드게임이다. 8세이상의 2
~ 4인이 2개의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곳에 주권국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재산증
식형 게임으로 한국인들에게 오랜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게임이다.

부루마블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말을 고르고 돈을 나누어 갖는다.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온 눈의 합만큼 진행한다.
(단, 두 주사위의 눈이 같으면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주인이 없는 영토에 멈추면 땅을 살 수 있다.
·가는 길에 자신의 영토가 있으면 건물을 짓거나 팔 수 있다.
(단, 건물을 짓지 않고 통행료를 비싸게 받도록 되어 있는 땅도 있다.)
·남의 영토에 멈추면 그 영토 주인에게 돈을 내야하며, 돈이 없으면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돈을 내야 한다. 땅을 다 팔아도 돈을 낼 수 없거나 팔 땅이 없으면(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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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낼 돈보다 부족한 경우) 파산하게 된다.
·특수칸(황금열쇠)에 멈추면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시작점을 지날 때마다 월급을 받는다.(20만원)
·‘무인도’에 오면 3회 동안 쉬어야 하는데 주사위는 던질 수 있다. 주사위를 던저서 더
블(같은 숫자의 주사위)이 나오면 탈출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기금’에 오면 15만원을 받는 곳에 내야 한다. 다른 플레이어가 접수처에 가
면 그곳에 있던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우주정류장’에 왔을 때 ‘컬럼비아 호’를 누군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에 돈을
내고, 누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준 후 우주정류장에 간다. 우주정류
장에 오면 다음 턴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

2. 윷놀이
윷놀이는 네 개의 단면이 반달 모양인 가락 (또는 알)을 던져서 말을 움직여 노는 한국
의 민속놀이이며, 한자어로는 ‘사희(柶戱)’ 또는 ‘척사희(擲柶戱)’라고 한다. 윷 놀이는
두 명 이상의 참가자, 윷가락(또는 짧게 ‘윷’), 윷판, 하나 이상의 말(윷 판위를 돌아 다
니는 표식자)로 구성되며 윷판의 양쪽에 각각 말 4개씩을 놓고 윷을 교대로 던져 골인
점을 4개 모두 먼저 통과시키는 편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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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가 여럿일 경우 팀(무리)를 만들어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참가자는 차례로 윷을 던지고 윷셈 규칙과 말길 규칙에 따라서 말을 윷판에 놓게 된
다. (이때 말을 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참가자는 그중에 (최선의)
하나를 택하면 된다.)
·모든 말이 먼저 시작점으로 돌아와 나오는 참가자가 놀이의 승자가 된다.
·윷셈
윷의 셈은 윷가락 중 평평한 면을 앞면 (또는 배) 이라고 하는데 이 앞면이 위로 향
한 윷가락의 개수에 따라서 도, 개, 걸, 윷, 모, 뒷도 또는 백도(빽도) 또는 후도로 나
누고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도 - 앞이 하나인 경우 말을 한 칸 전진시킨다. 우측 그림에서 ‘x’면이 등(뒷)면, 그
렇지 않은 면이 배(앞)면을 표시하고 있다.
개 - 앞이 둘인 경우 말을 두 칸 전진시킨다.
걸 - 앞이 셋인 경우 말을 세 칸 전진시킨다.
윷 - 앞이 넷인 경우 말을 네 칸 전진시키며, 윷을 다시 한 번 던질 수 있다.
모 - 모두 뒷면인 경우 말을 다섯 칸 전진시키며, 윷을 다시 한 번 던질 수 있다.
뒷도 - 앞이 하나이나 ‘뒤’가 표시되어 있는 것인 경우 말을 한 칸 후퇴(뒤로 보냄)
시킨다. 보통 점이 찍힌 앞면이 뒷도가 표시된 윷 가락을 나타내지만 꼭 ‘점’을 뒷도
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윷가락 중 하나 이상이 멍석을 나갈 경우 ‘낙’이라고 하며 그대로 차례가 넘어간다.
·말길
윷판에서 말이 갈 수 있는 길은 모두 네 가지가 있다. 나온 윷과 그리고 말을 쓰기
에 따라서 빨리 말이 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윷판을 한바퀴 돌아야 하는 길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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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은 참가자들 사이에 차례로 한 번씩 던지게 되나 윷이 나온 경우, 모가 나온 경우,
다른 참가자의 말을 잡은 경우에는 윷을 한 번 더 던지는 기회를 갖는다.
·잡기와 업기
먼저 가는 사람의 말을 뒤따라오는 사람의 말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잡힌 말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반면, 같은 사람의 말이 같이 겹쳐지게 될 때면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업어간다고 한다. 물론, 이때도 잡히면 함께 움직인
모든 말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잡은 사람은 윷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
는 기회가 생긴다.

3. 클루
클루는 추리 소설을 모티브로한 추론형 보드 게임이다. 게임의 참가자는 주인공 6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게임판에 있는 각 대저택의 방을 이동하면서 블랙 박사(Dr.
Black)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를 찾는 일을 한다.

클루 게임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말은 각자 정해진 위치가 있어서 시작할 때 이 위치에서 시작한다.
(스칼렛 양, 피콕 부인, 그린씨, 머스타드 대령, 플럼교수, 화이트 부인)
·9개의 방 중 6개를 골라서 무기(칼, 밧줄, 권총, 렌치, 촛대, 파이프)를 각각 다른 방
에 놓는다.
·용의자 카드와 방 카드, 무기 카드를 각각 따로 분류하여 섞은 다음 탁자 위에 올려
놓는다.
·각 카드 더미에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꺼내어 증거 파일 봉투에 넣어 게임
판 한 가운데 놓는다. 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용의자와 방, 무기가 이 게임의 범인,
사건장소, 범행무기가 되며 이것을 맞히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다.
·용의자 카드와 방 카드, 무기 카드를 모두 함께 섞어서 세 장씩 나누어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에 나온 용의자와 장소, 무기는 사건과 관계 없는
것이 된다.)
·순서대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 만큼 말을 이동시킨다. 말을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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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다음 규칙을 따른다.
- 다른 말을 뛰어 넘을 수 없다.
-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 없다.
-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게임판에는 총 9개의 방(공부방, 서재, 무도회장, 식당, 당구장, 홀, 라운지, 온실, 주
방)이 있으며 그 중에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통로도 있다.
·게임말을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 특정 방에 도착하면 추리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과 무기를 지금 위치한 방으로 옮기면 그 방
에서 자신이 옮겨 온 용의자가 역시 옮겨온 무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리하는 것
이다. (예: “그린씨(용의자)가 라운지(장소)에서 촛대(흉기)로 살인을 했다고 생각합
니다.”)
·추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카드를 확인한다. 추리한 사람의 왼쪽부터 돌아가
면서 추리와 관련하여 용의자 카드나 무기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추리한 사람에
게 몰래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2장 이상 있더라도 그중에서 한 장만 보여주면 된
다.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친다. (카드가 있다는 것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장소에 2회 이상 머물러서 추리할 수 없으나, 나왔다 다시 들어가서 추리를 할
수는 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과 관련해 기록해두어야 하는 것들은 기록카드에 계속
적으면서 진행한다.
·범인과 범행장소, 무기를 알아차렸다면 자신의 차례에 범인을 밝힐 수 있다.
·우선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밝힌 다음 다른 참
가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봉투 안의 카드를 몰래 혼자 본다.
(범인을 밝힐 때는 어떤 방이든 지명할 수 있지만, 게임 당 딱 한 번만 범인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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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보드게임을 디자인해보자
▶학습주제: 설계한 대로 정보에 대한 악의적인 접근을 막는 게임을 디자인하여 제작해봅시다.
▶준비물: 교재, 활동지, 4절지, 포스트잇

생각 다지기
게임을 즐기려면 게임의 규칙과 카드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을 진행할 게임판과 말, 카
드가 필요합니다. 게임판과 두 팀의 말, 카드의 모양을 보기 좋게 꾸며봅시다.

1. 게임판에 어떤 도형이 어울리는지 생각해봅시다.
2. 게임판을 보기 좋게 그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3. 각 팀의 게임말의 모양을 정해봅시다.
4. 카드의 크기를 정하고 카드 뒷면의 모양을 꾸며봅시다.
5. 게임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게임세트를 완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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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4-1 주제: 보드게임을 디자인해보자
⦁게임에 가장 어울리는 도형이 무엇인지 의논해서 정하고, 정해진 도형을 보기 좋
게 그리는 방법을 적어봅시다.

⦁각 방을 연결하는 칸의 수와 칸에 적힐 미션을 생각하면서 게임판을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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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4-2 주제: 보드게임을 디자인해보자
⦁공격팀과 방어팀의 게임말을 그려봅시다.

⦁카드의 뒷면은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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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4-1
▣ 여러 가지 보드게임의 말과 카드

(출처: 위키백과사전)

1. 부루마블
부루마불의 말은 비행기나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4개가 기본으로 들어있다. 그
밖에도 집, 빌딩 등 건물 모양의 토큰과 게임에 쓰이는 지폐, 황금열쇠 카드가 있다.

황금열쇠 카드에는 게임에 흥미를 더하는 복불복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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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게임을 즐겨봅시다.
▶학습주제: 직접 제작한 게임을 즐겨봅시다.
▶준비물: 교재, 활동지, 게임세트

생각 다지기
직접 만든 게임세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겨봅시다. 방어팀은 공격팀의 공격에 대항해서
소중한 정보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생각 되돌아보기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해봅시다.

진로 설계하기
컴퓨터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내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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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5-1 주제: 게임을 즐겨봅시다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컴퓨터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내게 더 필요한 것을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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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국토교통부가 2013년 6월 27일 배포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U-city 5개년 계획 공청회
개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을 융복합하여 통합적인 시각
으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년)이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2차 계획 수립
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종합계획(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국민체
감 효과가 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분야 등을 핵심 U-City 서비스로 선정하고,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기술 개발이 추진 될 것으
로 보인다.
또, 분산·중복되고 있는 CCTV관제, 교통, 시설관리센터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
원화하고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종합계획(안)에는 U-City 정보의 민간 활용 및 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국
제협력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방안, 창의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U-City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의 방향과 콘
셉트를 설정하는 U-City기획자의 역할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융합인재교육(STEAM)을 직업
과 관련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였다.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U-City기획자에게 필요한 소양은 ‘건설공학에 대한 이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아이디어’, ‘여러 영
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이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를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변화할 모습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모형을 직접 제작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러한 활동들을 친구들과 협력하도록 하여 U-City기획자 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들을 간접
적으로 체험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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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소주제

1

첨단정보도시
U-city 도시

2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설계하기

3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제작하기

STEAM
과목요소

교수·학습활동

우리 교실 및 학교를 스마트하게 바꿀 수는 없을
까?
·요즘 교실 및 학교의 모습과 과거 마을의 모습을 비교
하여 달라진 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활하는 교실 및 학교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
해야 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해 이해
·U-city가 되기 위한 조건 생각하기
·U-city 기획자에게 필요한 소양 알아보기
유비쿼터스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필요한 첨단 디지털기기 생각하기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할 일 생각해 보기
·건축가가 되어 생각해 보기
·정보통신공학자가 되어 생각해 보기
·전기공학자가 되어 생각해 보기
·제품 개발 기술자가 되어 생각해 보기
유비쿼터스 도시 설계도 그리기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
다.
·조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봅시다.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설계 해 봅시다.
조별로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제작하기
·재료의 특징을 파악하며 모형 만들기
·제작한 모형 교실 전시하고 상호 평가하기
앞으로 살고 싶은 U-city 도시 기획하기
·앞으로 살고 싶은 U-city 도시 생각하기
·U-city도시 기획자가 되기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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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U-city(유비쿼터스 도시)의 의미를 알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는데 창의적 아이디어
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디지털 문화양식의 확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U-city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를 탐색할 수 있다.
·이공계 진로탐색의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과정 목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복합 디지털 도시 건설의 꿈을 키우는
계기의 장이 된다.
·과학 문명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주는 많은 편리한 요소들을 재인식 할 기회를 얻는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3. STEAM 과목 요소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와주는 과학 문명



: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설계
모형제작을 위한 재료의 특징 파악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제작하기



: 첨단과학기술이 미래도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한 설계



: 아름다운 도시 구현을 위한 IT접목



: 모형 제작을 위한 길이 재기
모형 제작을 위한 공간 활용의 최적화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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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라!

4. STEAM 단계 요소
: Context 상황 제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을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과 학교의
모습이 변해 왔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첨단화 되어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모습이 되
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및 교실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변화에
맞춰 변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및 학교를 생각해 보고 앞으
로의 변화모습을 예상해 봅시다.
유비쿼터스 도시와 어울리는 스마트학교 및 교실 생각하기
미래의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구상하기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해 보기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할 일 계획세우기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설계하고 제작해 보기.
우리가 생활하는 교실 및 학교를 스마트하게 변할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경험을 통해 미
래 유비쿼터스 도시 기획하기

: Emotional Touch 진로 설계
유비쿼터스 도시 기획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유비쿼터스 도시 기획자가 갖춰야할 소양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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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과학, 기술·가정, 미술, 사회
▶총차시: 3
▶단원: 과학 1학년: 1-1. 과학은 생활이다.
과학 3학년: 8-2. 첨단 과학 기술은 우리 주변에 있어
기술·가정: 3-2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미술: 생활 속에 스며든 미술
사회: 도시발달과 도시문제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_과학 1학년_과학은 생활이다.
- 과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_과학 3학년_첨단 과학 기술은 우리 주변에 있어
- 생활에 이용되는 첨단 과학 기술의 예를 찾을 수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_기술·가정_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계획
하고 처리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_미술_생활 속에 스며든 미술
- 편리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_사회_생활 속에 스며든 미술
-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목표: U-city(유비쿼터스 도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를 스마트
하게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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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라!
▷<상황 제시> 과거교실과 현재교실을 비교한 후 미래교실 상상 (30분) (1/3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 상황제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을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과 학교의
모습이 변해 왔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첨단화 되
어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및 교실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
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변화에 맞춰 변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및 학교를 생각해 보고 앞으
로의 변화모습을 예상해 봅시다.

•요즘 교실과 과거 교실의 모습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해
야 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시의 이
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 1-1
특명!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라!

주제명

학생용 활동지 1-1

주제: 첨단정보도시 U-city

생각 열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을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과
학교의 모습이 변해 왔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첨단화 되어 있으며 편리하
고 안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및 교실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변
화에 맞춰 변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및 학교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변화모습을 예상해 봅시다.
어른들이 학교를 다녔던 때와 요즘 교실 및 학교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와 과거 교실의 모습을 비교하여 달라진 것을 조사해 봅시다.
과거 학교의 모습

요즘 학교 모습

*각 민원의 핵심 문장을 확인
하고,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
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문제
를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학생용 활동지 1-1
▶ U-city(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해 이해
•유비쿼터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봅시다.
•U-city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U-city 기획자에게 필요한 소양을 알아봅시다.
▶ 학습목표 확인
U-city(유비쿼터스 도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를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다.

교실 및 학교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학교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미래도시와 관련지어 생

각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및 학교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
까? 미래도시는 지금보다도 더 인간에게 안전하고 유익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학교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
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우리
학교도 미래시대에 맞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 펼치기
U-city(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을 말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얻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유비쿼터스도시란 어떤 도시를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3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유비쿼터스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하기
[활동2]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
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할일 생각해 보기
[활동3]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설계하기
[활동4]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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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유비쿼터스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하기 (10분) (1/3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 1-2

[활동1] 유비쿼터스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하기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
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첨단 디지털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
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학생용 활동지 1-2

주제: 첨단정보도시 U-city

생각 펼치기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고갈문제는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학교는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적어 봅시다.

학교가 지어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적어 봅시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첨단 디지털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적어

봅시다.

5

▶학생용 활동지 2
[활동2]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
이디어와 할일 생각해 보기
•건축가가 되어 생각해 봅시다.
•정보통신공학자가 되어 생각해 봅시다.
•전기공학자가 되어 생각해 봅시다.
•제품 개발 기술자가 되어 생각해 봅시다.

학생용 활동지 2

주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 설계하기

생각 펼치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유비쿼터스 도시를 말합니다.
기존 도시를 만들 때 건설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면 유비쿼
터스 도시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
요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전 수업에서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전문가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별로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할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선택한 전문가:
해야 할 일:

조별로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조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역 할

전문가

※조별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

▷<창의적 설계> (45분) (2/3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생각 다지기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 만들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가.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된 도시 및 건물 모형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

[활동3]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설계하기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조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봅시다.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설계 해 봅시다.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설계도 그리기

지 생각해 봅시다.

나. 조별로 의논하여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 봅시다.

나. 조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봅시다.
이름

역할

나. 유비쿼터스 학교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설계 해 봅시다.

11

※ 설계하는 모형을 꼭 도시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이끌어 내기 위
해 도시의 전체 모형을 나타내거
나 학교, 병원과 같이 특정 건물
및 공간을 제작 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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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40분) (3/3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활동4]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 제작하기

▷<생각 되돌아보기 및 진로설계하기보기> (5분) (3/3차시)
문제제시 & 제작활동
▶ 발표 및 상호평가 하기
•제작한 모형을 전시하고 상호 평가하기
•앞으로 살고 싶은 U-city 도시를 생각해 봅시다.
▶ 자신의 능력과 관련하여 진로설계하기
•U-city 도시기획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
량과 앞으로의 계획 생각해 봅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 3
학생용 활동지 3

주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 설계하기

생각 되돌아보기
제작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을 발표하기 위한 설명서를 작성해 봅시다.

가장 인상 깊은 모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진로 설계하기
U-city 도시기획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앞으로의 계획 생각해

봅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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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계획
 수행 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집중과
좋 으 며 과 제 를 끈 기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끈기가 부족함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호기심과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감성적
자신감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체험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창의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나타남

창의적
설계

U-city와 관련된 정보를
해결 수집하고 분류하기 위한
방안 및 계획이 구체적임
계획

U-city와 관련된 정보
수집계획이 구체적이나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는
계획은 미흡함

U-city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세우기를
어려워하고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함

교실 및 학교를 스마트하게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도시를 설계해 볼 수
있음

교실 및 학교를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으나 이를
미래도시 설계로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 함

교실 및 학교를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없고 미래
도시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함

문제
해결
과정

제작한 산출물에 예술과 제작한 산출물에 예술과 제작한 산출물에 융합적
산출물
공학의 융합적 사고가 공학의 융합적 사고가 사고가 나타나지 않음
도출
부분적으로 나타남
잘 나타남
총평

 학생 자기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기준

감성적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체험 •친구와 협동하며 활동에 잘 참여하였는가?
•유비쿼터스 도시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자기
평가 창의적 창의적이었는가?
설계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이해하였는가?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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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네트워크 알아보기 준비물 : 교재, 필기도구 등.

특명!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계하라!

주제명

학생용 활동지 1-1 주제: 첨단정보도시 U-city
생각 열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을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과

·교실의 현재와
과거의 다른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에도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인식

학교의 모습이 변해 왔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첨단화 되어 있으며 편리하
고 안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및 교실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변
화에 맞춰 변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및 학교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변화모습을 예상해 봅시다.
어른들이 학교를 다녔던 때와 요즘 교실 및 학교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와 과거 교실의 모습을 비교하여 달라진 것을 조사해 봅시다.
과거 학교의 모습

요즘 학교 모습

• 네트워크의 개념 지도 시 주의 사항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터넷의 개념으로 설명하되, 연결망의 개념을 부각시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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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도시 준비물 : 교재, 필기도구 등.
교실 및 학교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변화의 원인은
사람들의
요구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인식시키기

다음 글을 읽고 학교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미래도시와 관련지어 생

각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및 학교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
까? 미래도시는 지금보다도 더 인간에게 안전하고 유익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학교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
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우리
학교도 미래시대에 맞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실의
변화에서부터
유비쿼터스도시의
필요성과 관련짓는
내용

생각 펼치기
U-city(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을 말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얻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면 유비쿼터스도시란 어떤 도시를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 교사가 유비쿼터스 도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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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에 대해 알아보기 : 교재, 필기도구 등.
2. U-city가 되기 위한 조건을 조사해 봅시다.

3. U-city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조사해 봅시다.

U-city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 U-city가 되기
위한 조건
- 인터넷이나 스
마트기기를 사용하
여 조사할 수 있도
록 한다.

• U-city에 필요한
전문가
- U-city를 건설하
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함을
알게 한다.
• U-city개념 확립
- U-city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
는 내용을 정리하
여 한문장으로 나
타내기

• 지도 시 주의 사항
- 무선 인터넷이 되는 장소가 필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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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만들기 준비물 : 교재, 필기도구
학생용 활동지 1-2 주제: 첨단정보도시 U-city
생각 펼치기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고갈문제는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 주변환경과 어
울리는 친환경적인
학교설계
- U-city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인 요소가 필요하
다는 것을 인식

• 공간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있는
방법생각하기

학교는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적어 봅시다.

학교가 지어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적어 봅시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첨단 디지털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적어

봅시다.

• 첨단 디지털기
기 생각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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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도시모형 설계하기 준비물 : 교재, 필기도구
학생용 활동지 2 주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 설계하기
생각 펼치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유비쿼터스 도시를 말합니다.
기존 도시를 만들 때 건설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면 유비쿼

• U-city 건설에 필요
한 전문가 알기

터스 도시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
요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전 수업에서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전문가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별로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할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선택한 전문가:
해야 할 일:

조별로 각 분야 전문가가 되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조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전문가

• U-city건설에 필요한
전문가가 하는 일 알기

역 할

• 지도시 주의사항
10
-설계하는 모형을 꼭 도시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 도시의 전체 모형을 나타내거나 학교, 병원과 같이 특정 건물 및 공간을 제작 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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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학교모형 설계하기 준비물 : 우드락, 우드락 커터기, 자, 라벨지, 우드락 본드,
스카치테이프, 절연테이프, 글루건, 수수깡, 나무젓가락, 하드보드지, 흰색 도화지, 찰흙, 고무찰흙 등
생각 다지기

• 유비쿼터스 학교 모
형만들기 계획하기
- 학생들 스스로가 재
료의 성질을 파악하여
선택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 만들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가.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된 도시 및 건물 모형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
지 생각해 봅시다.

나. 조별로 의논하여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 봅시다.

나. 조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봅시다.
이름

• 유비쿼터스 학교 모
형 설계하기

역할

나. 유비쿼터스 학교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설계 해 봅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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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학교모형 설계하기 준비물 : 우드락, 우드락 커터기, 자, 라벨지, 우드락 본드,
스카치테이프, 절연테이프, 글루건, 수수깡, 나무젓가락, 하드보드지, 흰색 도화지, 찰흙, 고무찰흙 등
학생용 활동지 3 주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 설계하기
생각 되돌아보기
제작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을 발표하기 위한 설명서를 작성해 봅시다.

• 제작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을 발표하기
위한 설명서 작성하기
- 조별로 제작한
유비쿼터스 학교 모형을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 상호평가하기
- 조별로 만든
유비쿼터스 학교모형
발표내용을 듣고 가장
인상 깊은 모형을
말하기

가장 인상 깊은 모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진로 설계하기
U-city 도시기획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앞으로의 계획 생각해

봅시다.

18

• 유비쿼터스 도
시기획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필
요한 능력 생각하
기

• 지도시 주의 사항
-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모형에 붙여 설명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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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교사용 참고자료 1-1
▣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알기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의 뜻은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말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
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
다. 유비쿼터스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만능 정보 통신망
-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든 각종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
크 환경
-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기술과 단말기 기술 보안과 인증기
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기술 등이 필요함.
- 백본 네트워크의 전송용량도 데이터의 양만큼 빨라야 함.
유비쿼터스 도시란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도시계획을 혼합한 개념으로 법률적
으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
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이고 유시티(U-city)라고도 한다.

▣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생활 모습
가. U카드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여권·주민등록증을 따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국제표준
에 맞는 한 개의 스마트카드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 카드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된다. 출
입국관리대를 몇 초 만에 통과할 수 있고 미국 교통경찰에게 내밀 수 있다. 운전 중에 톨
게이트를 그냥 지나쳐도 양측에 세워진 리더기가 지갑 속 카드를 읽어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현재 미국·유럽·아시아가 함께 표준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카드에 내장된 IC칩
에는 지문, 눈동자, 머리색 등도 입력된다. 이 카드는 복제해도 무용지물이다. 카드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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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만이 암호 연산논리를 구동하기 때문에 본인 말고는 이용할 수 없다.
나. U병원
의사가 아니라 컴퓨터가 환자 진료 기록을 분석해 진단서를 내놓는다. 수술에는 많
은 첨단 로봇이 동원된다. 접수처가 아니라 그냥 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긁으면 처방
전이 나온다. 병원에 전자차트(EMR) 시스템이 일반화된다. 전자차트는 병원 업무를 자
동화한다. 가령 내과의사가 외래환자를 검진할 때 의사는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 화면이
1400가지 유형의 환자진료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는 혈액검사·심전도검사·단층촬영
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문을 입력한 뒤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쳐 전자 서명한다. 혈액
샘플에는 바코드가 붙고 샘플은 자동으로 연구실로 보내진다. 환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EMR에 접속해 자신의 진료정보를 검색한다. 노인성 전립선 질환은 900MHz 전자태그
로 관리할 수 있다. 환자가 몇 번 화장실 가는지, 주방 침실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
는지를 점검해 치료에 활용한다. 노인들이 달고 있는 스마트 배지는 아파트 열쇠도 되고
위치 추적이나 긴급구호에 사용된다.
다. U자동차
U시대 자동차는 ‘모바일 오피스(움직이는 사무실)’라 할 수 있다. 차가 지능을 갖추고
있어서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안전하게 알아서 간다. 운전자는 안에서 업무도 보고 방
송·영화·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누린다. 차안 전자상거래인 M커머스도
가능하다. 자동차가 정보통신과 결합하면서 문화·휴식·업무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환
경과 에너지측면에선 초연비 무공해 기술이 적용된다. 자동항법장치나 텔레매틱스 기술
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자동으로 사고를 피하는 지능형 자동차가 각광받을 것이다.
라. U아파트
아파트 가정마다 로봇 도우미를 두게 되는데 로봇은 뉴스·날씨·요리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나 노인의 벗이 된다. 음료, 리모컨, 서류 등을 갖다 주고 애완동물 밥도
준다. 청소는 기본이다. 정전 때는 촛불 역할도 한다. U시대 아파트는 ‘지능을 갖춘, 이동
성이 보장된 아파트’일 것이다. 단지 안에 무선 환경이 구축된다. 집 밖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마을이 생겨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U아파트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적용될 것이다. 댁내 광가입자망
(FTTH)과 무선LAN 구축이 완료된다. 무선 이동식 컴퓨터인 웸패드가 제공되고 홈 네트
워크 시스템을 통해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가스밸브, 조명, 전기밥솥
등을 외부에서 켜거나 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 해설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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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 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5대 추진전략

11대 실천과제

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U-City 국민안전망 구축

·U-City서비스 기반의 국민안전망 구축 확산
·국민안전망 확대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② U-City 지속적 확산 및
관련 기술 개발

·U-City 구축사업의 내실 강화
·U-City 기술 및 R＆D 성과물 보급 확산
·국민편의 U-서비스 개발 및 확산

③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지원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U-City 정보의 민간유통 기반 마련

④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강화

·국제협력체계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⑤ 창의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력양성

·U-City 전문 인력 양성
·U-City 고급인력 양성
<출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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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2
▣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전문가
가. 유비쿼터스도시기술자
유비쿼터스도시(U-City: Ubiquitous City)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거나 센서나 디지털단말기 등의 지능화설비를 개발·설계하고 구축(시공)하
는 일을 한다.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시공관리하거나 센터에 설치될
정보통신 플랫폼을 설계하기도 하며,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유관 기관, 정보수집 센서 및
디지털단말기 사이의 정보 통신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기도 한다.
(출처: 한국직업사전, 2011.12.30, 워크넷)

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운영원
시민들이 교통, 교육, 행정, 주거, 보건복지, 방범, 방재, 환경 등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도시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U-City 기능
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고 모니터링 되는 ‘U-City 통합운영센터’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 장치(센서 등)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화하기 위해 정보를 통계화하거나 수집
된 정보에서 의미 있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개발한다. 가공된 정보를 현장의 IT-pole(예
시: 지능형 복합가로등) 등의 디지털 단말기나 주민들의 모바일 장치로 송신한다.
(출처: 한국직업사전, 2011.12.30, 워크넷)

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전문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교통·
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
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건
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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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도시 기획자(U-city 기획자)가 하는 일
유비쿼터스도시 기획자는 유비쿼터스도시 개발이 되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현황, 외
부환경(정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내부 환경(도시전략, 지역특성), 국내외 사
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

첫째, 도시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수집·분석하여 해당 지
구의 유비쿼터스도시 핵심 성공요소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구의 U-City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해당 지구에 맞는 U-City 서비스를 선정하고, 선정된 서비스별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의 구축, 시설물의 정의, 아키텍처(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
스템 전체의 설계방식)의 구성, 서비스별 운영방안 등 실행 안을 수립한다.
셋째,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및 운영조직, 설립부지 선정, 공간구성 및 적정 규모, 센터
설비 및 IT 인프라 구성 방안, 통합 플랫폼 및 데이터 구현 방안 등 통합운영센터를 구
현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한다.
넷째, 해당 지구의 통신환경, 통신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을 통한 자가 망과 임대망의
비용 및 효과 비교, 적용기술 선정, 유무선망·센서망·통합망 실행방안, 통신망 운영
방안 등의 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다섯째, U-City 구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일정 및 추진체계, 수익
창출 및 운영비 최소화 방안, 관련 법률 검토, U-City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홍보방
안 등 세부 전략 및 체계도 세운다.
마지막으로 U-City의 구축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모
델의 타당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출처: 한국직업사전, 2011.12.30,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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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통신기술
유비쿼터스 시스템과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 단말기. 유코드를 사용하여 유비쿼터스 시
스템의 각종 서버와 통신을 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용자와도
통신을 제공한다. RFID 태그, 바코드 태그 등 유코드 태그가 주로 사용되며, 광역에서
는 유코드 객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랜, 블루투스, 이더넷, PHS, PDC 등 광
역 통신망이 사용된다.
(출처: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유비쿼터스의 환경을 만드는 RFID 기술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ㆍ동물ㆍ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한다.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린
다. 이를 기업의 제품에 활용할 경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다.
RFID는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물품관리를 위해 사용된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기술로 꼽힌다. RFID는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판독기(reader)와 정보
를 제공하는 태그(tag)로 구성되는데, 제품에 붙이는 태그에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판독기로 하여금 안테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읽도록 한
다. 또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된다. 기존
의 바코드는 저장용량이 적고, 실시간 정보 파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근접한 상태(수
cm 이내)에서만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RFID는 완제품 상태로
공장 문 밖을 나가 슈퍼마켓 진열장에 전시되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 태그를 부착한 물건을 고르면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것은 물론, 재고 및 소비자 취
향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RF판독기는 1초에 수백 개까지 RF태그가 부착
된 제품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대형 할인점에 적용될 경우 계산대를 통과하자마자
물건가격이 집계되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점도 바코드와 다르다.
활용범위도 무궁무진하다. 도난과 복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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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는 도서 출납에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월-마트를 필두로 베네통, 독일의 유통
체인인 매트로 등에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RFID는 대중교통 요금
징수 시스템은 물론,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 유통분야뿐 아니라, 동물 추적 장치, 자동
차 안전장치, 개인 출입 및 접근 허가장치, 전자요금 징수 장치, 생산관리 등 여러 분야
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Ad-hoc network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센서의 종류로는 온도, 가속도, 위
치 정보, 압력, 지문, 가스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근에는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
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에 태그(tag)를 부착하
여 각종 물류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출처: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개념은 1988년 제록스 팰러 앨토 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차세대 컴퓨팅 비전으로 제시한 인간 중심의 컴퓨팅 기술, 즉 사용하기 쉬
운 컴퓨터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쉽게 말해 현재의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한다
든가 컴퓨터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컵이나, 자동차, 안경, 신발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에 제 각각의 역할에 부합되는 컴퓨터 기능과 네트워크 장치를 넣
어 물체 간, 그리고 물체와 인간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예로 자동 요리를 들자면, 스마
트 전자레인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조리법을 물어 보고 스마트 냉장고는 처
음 보는 상품의 적정 온도가 얼마인지를 인터넷에 문의하며, 또한 냉장고와 전자레인
지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피자를 조리하는 스마트 전자레인지는 냉장고에 요리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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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한지를 물어 본 후 냉동된 요리 재료를 녹여줄 것을 요청한다. 정보 통신 분야
에서는 이것을 유비쿼터스화 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 통신(IT) 환경 또는 IT 패러다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휴대성과 편의성을 함께 갖춘 포스트 PC 제품으로 시간과 장
소에 제한 받지 않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A), 인터넷TV, 스마트 폰 등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정보 기기들을 통해 특화된 업무
를 처리하거나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해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제품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유비쿼터스 터미널 컴패니언(Ubiquitous Terminal Companion)
인간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실감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단말기.
오감 및 환경 인식 센서 기술과 지능형 자가 판단 기술 등이 내장되어 실감 전달이 가
능하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교감 전달 기능을 구
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노 기술을 융합한 오감 센
서 기술은 물론 유니버설 칩, 자가 충전 장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출처: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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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3
▣ 친 인간적인 유비쿼터스 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학은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 즉 주택·교
통·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학이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도시문제는 어
느 특수한 분야의 국한된 활동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공학의 연구대상 및 범위는
크게 국토 공간에서부터 작게는 도시 내 개개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렇듯 거주
환경과 관련되는 각종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학은 도시의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계획 및 경제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
을 띠고 있다. 즉, 건축·토목·조경·환경 등 공학의 제 분야와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법
학, 역사학 등 사회과학 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학은 공학적 특성뿐만 아니
라 인문·사회과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적 응용과학이다.
도시에서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잘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도시
에 배치하기 위해서 도시공학은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 및 환경공학, 교통공학 및 지리정보
시스템,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 및 설계는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의 방향에 따라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정비 그리고 도시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하여 도시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
게 영위하고, 안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조경 및 환경공학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재생 이용, 지표수·지하수·토양의 오탁
방지, 대기오염방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등 인간의 물리적 환경을 공학적 수단에
의하여 제어하는 학문을 말한다.
셋째, 교통공학은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통의 확보, 자
동차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도로의 구조, 교통관리방법,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등을 연구하
는 학문이다.
넷째, 주택정책은 도시민의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유형, 시장수요, 공급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상의 세부 분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산이나 강과 같은 지형적 특성, 공원과 녹지와 같은 환경적 특성,
편리한 교통체계, 쾌적한 주거지의 위치와 규모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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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 내가 만들어보는 콘텐츠
■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는 어떤 일
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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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및 제작의도
휴대전화는 초고속무선인프라보급과 함께 풀 브라우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PC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개인전용 미디어로 진화하였다. 국내 모바일콘텐츠시장은 모바
일 웹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소비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확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하는 모바일환경에서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소비가 가
능해졌고 콘텐츠 제공자인 미디어기업은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
하고자한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디어기업의 모바일콘텐
츠 서비스 모델은 여타 어떤 플랫폼보다 매우 불확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세
대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디어기업은 모바일 플랫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주
요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모바일플랫폼을 통한 미디어기업의 활동은 미미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미디어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지배적인 구
조로 인해 제한된 콘텐츠를 비즈니스모델로 연결하는데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콘
텐츠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미
디어 기업의 고품질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정착하는 사안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
에서 현재 국내 주요미디어기업의 모바일 콘텐츠서비스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 직업군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와 관련된 프로젝트
를 수행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 진로설
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이 관련 프로젝트 지도 및 수행과정을 통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가 하는 일과 필
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감성적 체험과 진로 설계를 통해 관련분
야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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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모바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모바일 사이트 맵을 구상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공계 진로탐색의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바일콘텐츠개발자의 특성과 직업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알 수 있다.

▶ 과정 목표
·의사소통능력, 협력의 중요성, 협동과 배려의 인성 덕목을 기른다.
·모바일콘텐츠개발자의 꿈을 키우는 계기의 장이 된다.

3. STEAM 과목 요소


: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과학 문명



: 네트워크의 공학적 설계



: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첨단 제품 살펴보기



: 아름다운 시각과 청각 요소 디자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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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Context 상황 제시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샀던 경험을 토대로 차이점을 적어보자.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이제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다.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보는 콘텐츠 기획
모바일 그 다음은
모바일 사이트맵 구상하기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모바일 콘텐츠 제작하기

: Emotional Touch 진로 설계
모바일콘텐츠개발자가 하는 일을 이야기해보자.
모바일콘텐츠개발자가 갖춰야할 소양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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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소주제

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활동

모바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 이제는 모바일 콘텐
츠 시장이다.
http://www.channelit.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샀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87655>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던 경험을 토대로 차이점을 적어보자.

모바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기

나만의
1~2

▣ Wireframe 제작
http://www.youtube.
com/watch?v=Ld07vI
wACJc&feature=
player_embedded

콘텐츠를 ·이제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다.
만들어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보는 콘텐츠 기획
보자!

·모바일 그 다음은?

▣ 커리어넷
http://www.career.
go.kr/

·모바일 사이트맵 구상하기

▣ 워크넷
http://www.work.
go.kr/

나만의 콘텐츠 제작하기
·모바일 콘텐츠 제작하기
·직업정보 검색
: Science 과학,
: Art 예술,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Math 수학

: Context 상황 제시,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
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87
사이버 네트워크 전문가

M
at
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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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6. 교육과정
차시

소주제

교과

과학

단원

단원 학습목표

중학교 1
1-1. 과학은
생활이다.
1-2.
과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과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과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 3
8-2. 첨단
과학 기술은
우리 주변에
있어
8-3. 과학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은?

-과학 원리가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과학의 발달이 사회,
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미래의 정보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중학교 1
3-3 미래의 기술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기술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4-1
아이디어의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구상할 수 있다.

나만의
콘텐츠를
1-2
만들어
보자!

기술
·
가정

STEAM 성취목표/
성취요소
모바일(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예고할 지 예측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이 사회,
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차세대 모바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구상법을 익힐
수 있다.
모바일 사이트맵을
구상할 수 있다.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중학교 2
3-1 정보
통신 기술과
생활
3-1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할 수 있다.

중학교 3
1-1 생애
설계의 실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직업의 종류와 하는
있다.
일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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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계획
평가방법

평가 내용
주제에 맞게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계획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동료에게 협조적이었는가?

자기평가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하여 토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모바일 창작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모바일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였는가?
활동 태도가 적극적이고 동료와 협조적인가?
탐구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결과를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토의하였는가?

동료평가
실태분석은 적절하며 해결방안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
모바일 사용이 사회, 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가?
활동을 통하여 스마트폰 기능의 다양성을 이해하는가?
나만의 창의적인 활동지를 완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모바일(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예고할 지
예측하고 있는가?
콘텐츠 기획모바일콘텐츠의 과학기술적 원리와 미학적 의미를 찾아
정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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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학습과정안
학습주제
대 상
학습목표
학습자료
단계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중학교
차시
1~2
융합요소
모바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공계 진로탐색의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진로정보 탐색을 위한 스마트폰 앱 설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교사: 컴퓨터(인터넷), PPT, 스마트폰
학생: 활동지, 스마트폰
교수· 학습활동

시간
5

▶ 동기유발(storytelling)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샀던
경험을 토대로 차이점을 적어보자.
▶학습할 내용 예상 및 확인
·교재를 살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공부할 것
같습니까?
생각 ·모바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열기
제작할 수 있다.

요소 및
준거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의 상황을
제시

자료(▶) 및
유의점(*)
▶ 편의점의
상품배열에
따른 편의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순서 확인
[활동1] 이제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다.
[활동2]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보는 콘텐츠 기획
[활동3] 모바일 그 다음은?
[활동4] 모바일 사이트맵 구상하기
[활동5] 모바일 콘텐츠 제작하기
[활동6] 직업정보 검색
[활동7] 진로정보 스마트폰 앱 만들기
5
▶[활동1] 이제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다.
생각
·위에 언급한 콘텐츠 시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펼치기
특징에 대하여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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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학습활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30′
▶[활동2]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보ㅍ는 콘텐츠 기획
·카카오페이지 왜 만들었을까?
정보
·카카오페이지를 살펴보고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통신과
특징을 적어보자.
모바일
▶[활동3] 모바일 그 다음은?
생각
·차세대 모바일은 지금의 모바일에 어떤 기능을
다지기
더해져야 할까요?
·차세대 모바일은 지금의 모바일과는 다른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할까요?
▶[활동4] 모바일 사이트맵 구상하기
·모바일 사이트맵을 구상하시오
▶[활동5] 모바일 콘텐츠 제작하기
30′
·아래 템플릿을 이용하여 Wireframe 제작하고
Wire
되돌아 완성된 콘텐츠의 이름을 지어본다. Wireframe이
frame
완성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표해본다.
보기
제작

▶[활동6] 직업정보 검색
20′
·모바일콘텐츠개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적어 보세요.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무 시간, 활동 공간 등 작업 조건에 대해 내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모바일콘텐츠개발자』가 되기 위한 대학의
전공, 자격증 등 준비 방법에 대한 나의 지식은
진로
어떤가요?
설계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 중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요소
하기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이 중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요소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취업현황은 어떨까요?
·직업전망에 대한 나의 판단을 체크해 보세요.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에 대한 직업 전망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http://www.
youtube.com/
watch?v=Ld07
vIwACJc&featu
re=player_em
bedded
▣ 커리어넷
http://www.
career.go.kr/
▣ 워크넷
http://www.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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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사이버네트워크전문가 되기 프로그램: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1차시/ 내가 만들어보는 콘텐츠
▶학습주제: 모바일 콘텐츠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준비물: 컴퓨터, 학생 활동지 1

생각 열기
▶ ‘구멍가게’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는 미션을 생각해보자. 구멍가게를 이
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어떤 점이 불편하였나요? 편의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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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생각
펼치기
펼치기
▶ 이제는
모바일
콘텐츠콘텐츠
시장이다.
이제는
모바일
시장이다.

<출처 : http://www.channel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655>

￭ 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강자인 네이버, 다음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떠오르는 세력인 카

카오가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무대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다.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로 이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네이버가 ‘네이버 포스트’로, 다음은 ‘스토리 볼’로
도전장을 던졌다.

2013년 8월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페이지가 선점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시

장에 올 하반기 네이버 포스트와 스토리 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스토리 볼의 경우 지

난 8일 이미 시장에 등장에 기반을 다지고 있다. 네이버 포스트는 현재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 정식서비스 될 예정이다. 이처럼 기존 포털 강자가 모바일 콘텐

츠 시장에 앞 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이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이다.

1. 위에 언급한 콘텐츠 시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특징에 대하여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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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생각
생각 다지기
다지기

▶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보는 콘텐츠 기획

카카오페이지로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읽어 보는
보는 콘텐츠
콘텐츠 기획
기획
"카카오페이지, 3년 내 100만 파트너를 만들겠다." (2013년 5월 16일)
"카카오페이지, 3년 내 100만 파트너를 만들겠다." (2013년 5월 16일)
2013년 2월, 카카오페이지 전용 웹에디터 및 등록 센터가 오픈되었으며, 4월 9일에는 카
2013년 2월, 카카오페이지 전용 웹에디터 및 등록 센터가 오픈되었으며, 4월 9일에는 카
카오페이지가 정식 오픈되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됐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플랫폼인 카
카오페이지가 정식 오픈되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됐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플랫폼인 카
카오페이지가 만들어진 이유와 그 지향하는 바를 찾아보자.
카오페이지가 만들어진 이유와 그 지향하는 바를 찾아보자.
1. 카카오페이지 왜 만들었을까?
1. 카카오페이지 왜 만들었을까?

2. 카카오페이지를 살펴보고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특징을 적어보자.
2. 카카오페이지를 살펴보고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특징을 적어보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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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생각
다지기
다지기
▶ 모바일
그 다음은?
모바일
그 다음은?
모바일은 사용자에게 휴대성이 주어짐으로써 간단하고 짧은 업무를 해낼 수 있음은 물론

이고, 한 사이트당 훨씬 더 많은 웹페이지를 볼 수 있고 페이지당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다. 사람들은 그저 사이트에서 사이트로 넘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정보

를 흡수할 수 있다. 모바일 웹에서 가장 애용되는 콘텐츠는 뉴스, 이메일, 날시, 스포츠, 도
시 안내, 소셜 네트워크 등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장소에 관련된 정보를
찾음으로써, 데스크톱 웹서 찾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개인적 컨텍스트를 만들어낸다.
모바일 웹은 정보에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더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자가 바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즉각적인 관련성을 더한다. 이러한
독특한 혜택으로 인해 모바일 웹은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발굴 및 이용할 수 있
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이전의 매체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는 모바일 인프라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혁신과 개발에 점점 속도가 가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컴퓨터 기능과 휴대성 사이를 잇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같은 고급형 기기 등의 모바일 기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8년 5월 6일, 최초의 iMac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 당시 데스크톱 컴퓨터 소비자들에
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iMac 1세대는 4기가 용량과 233MHz 프로세서를 갖고 있었다.
9년 후,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이 소개되었다. 아이폰 1세대는 4기가 용량과 412MHz프

로세서를 갖고 있었다. 10년도 안 되어 iMac 1세대의 기술을 아이폰으로 발전했다.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기가 세상에 나와서 놀라게 할 것인가?
￭ 차세대 모바일은 어떻게 꾸며져야 할까요?
- 차세대 모바일은 지금의 모바일에 어떤 기능을 더해져야 할까요?

- 차세대 모바일은 지금의 모바일과는 다른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할까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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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생각 다지기

▶ 모바일 그 다음은?

모바일 사이트맵 구상하기

우리가 모바일 정보 구조 설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첫 산출물은 사이트맵이다.

사이트맵은 정보 구조 설계에 대한 고전적인 산출물이다. 그것은 콘텐츠와 다른 콘텐

츠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정보 공간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여행할지를

위한 지도로 제공된다.

모바일 사이트 맵은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바

일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팁들이 있다. 우리가 모바일 정보 구조 설계를 정의하

는 데 사용하는 첫 산출물은 사이트맵이다. 사이트맵은 정보 구조 설계에 대한 고전적인

산출물이다. 그것은 콘텐츠와 다른 콘텐츠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정보 공간
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여행할지를 위한 지도로 제공된다.

모바일 사이트맵은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바

일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팁들이 있다. 어떤 점을 고려하여 제작을 해야 할까?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바일 사이트맵을 구상하시오.

예시)

홈

소개
제품/서비스

지원

뉴스/이벤트
블로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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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사이버네트워크전문가 되기 프로그램: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콘텐츠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2차시/ 모바일
2차시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학습주제: 직업정보 탐색을 통하여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가 하는 일에 대하
학습주제

탐색을
여직업정보
발표할 수
있다.통하여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가 하는 일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스마트폰, 학생 활동지
준비물

스마트폰, 학생 활동지

생각
생각열기
되돌아보기
모바일
콘텐츠
제작하기
▶ 모바일
콘텐츠
제작하기
Wireframe은

페이지위에 정보를

배치하는 방법이며,

또한 인포메이션 디자인

(Information desig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이트 맵은 정보 공간에서 어떻게 콘텐츠가

구조화되는지 보여준다. Wireframe은 사용자가 콘텐츠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 보여준다. Wireframe은 정보공간을 실체적이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Wireframe은 단지 사이트 맵을 위해 시각 자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

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정의함으로써 배치(layout)에서 시각적 디자인을 분리하
는 역할을 한다. Wireframe을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방식을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

한 가장 유용한 정보 중 하나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진 문제점도 있다 .그것은 종이 위의
다이어그램으로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묘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

은 ‘in-place(제자리에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나, 또는 사

용자가 해당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의 요소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 이것
은 Ajax 또는 약간의 show/hide Javascript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페

이지 여백에 최대한 맞추어진 각각의 콘텐츠 역역을 묘사하는 풍부한 양의 주석을 포함 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핵심 deliverable(제품)로

Wireframe을 사용한다. 그것은 좋은 생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훌륭한 모바일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래 템플릿을 이용하여 Wireframe 제작하고 완성된 콘텐츠의 이름을 지어본다.

Wireframe이 완성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표해본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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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Ld07vIwACJc&feature=player_embedded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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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로
설계하기
설계하기
직업정보
▶ 직업정보
검색검색
⦁모바일콘텐츠개발자를 아시나요? 직업의 특성과 직업을 얻기 위한 조건 등 다양
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http://www.work.go.kr/

위의 두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궁금증 들을 해결
해 갈 것입니다.

￭ 『모바일콘텐츠개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적어 보세요.

-휴대폰에 모바일 게임이나 음악 서비스, 소액결제 시스템 등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
로그램을 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

-게임 및 결제 시스템 등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
-시스템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보완관리

-단말기 스펙 검토 및 콘텐츠 양산대응 방안 결정

￭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 평균 연봉：4,350만 원

￭ 근무 시간, 활동 공간 등 작업 조건에 대해 내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주 5일 근무이며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함

- 개발 툴(JAVA SDK), 휴대폰에뮬레이터, 시리얼케이블, 소프트웨어(통신용, 서버
용), 테스트용 휴대폰 등 도구와 장비 사용

-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기초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노동 강도가 약하나 개발 완료시점

이 다가오면 업무강도가 극도로 강해짐

- 개별 부스가 갖추어진 독립공간이며 쾌적한 실내에서 단독 작업이 가능함. 음원사업
부의 경우에는 녹음 스튜디오, 방송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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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콘텐츠개발자』가 되기 위한 대학의 전공, 자격증 등 준비 방법에 대한 나
의 지식은 어떤가요?

- 2년제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이나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날 경우 학력에 무관
함

- 컴퓨터공학, 컴퓨터게임학, 멀티미디어학, 전산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전자계산학, 소프트웨어학, 게임공학 전공자

- 시스템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프로그래밍언어, 운영체계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설계, JAVA, C언어, C++언어, 알고리즘, 네트워크기술, VC++, OS, 전산개론 등의

교육과정 이수

- 관련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음

￭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 중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요소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협업능력

문서작성능력

창의적사고능력

전공이론지식

문제해결능력

전공실무지식

외국어활용능력

전공이론지식

① 문제해결능력

② 전공실무지식

② 창의적사고능력

￭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이 중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요소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책임감
① 책임감

적극성
② 정밀함

인내심

② 적극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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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현황은 어떨까요?

- 모바일콘텐츠 개발은 경험과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므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

이 있고 인턴 제도 혹은 산학협동 과정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경우 사내추천을 통
하여 채용되는 경우가 많음

- 산입사원의 경우에는 컴퓨터 언어 기술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준으로 공개 채용함

￭ 직업전망에 대한 나의 판단을 체크해 보세요.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에 대한 직업 전망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법의 강화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계
속적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해 질적 수준이 낮은 개발자가 많이 양성되어 사회
적 대우는 다소 떨어질 것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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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1-1
▣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구멍가게’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는 간단한 미션을 수행해보자. 구멍가게에 비해
편의점을 이용하였을 때 동선이 명료하고, 상품 배열의 멘탈모션이 잘 고려되어 훨씬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편의점만큼 새롭고 깔끔한 경험
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 정보와 소셜 게임이 연계된 앱 등 전에 없던 가능성들을 경험케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의 자유도 때문인지, PC에서의 개발 경험이 옮아와서인지 모바일만의 특징
을 살린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인지적으로 불편한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사용자 경험이 스마트기술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의 방
향이나 패러다임에 대해 궁금해 한다. 사용자 경험의 미래가 가져올 복잡다기한 인터랙션
(인간-기술의 상호작용)의 구체적 모델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미래의 기술은 시장점유율
(market share)을 벗어나, 인지도 점유율(mind share)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인지도 점유율은 소비자나 사용자가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공유하고 있
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바로 그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 시대는 인지도 점유율을 위한 싸움이고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
이드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객관적 지표인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인지도
점유율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인지도 점유율이 부각되는 현상은 그간 경영학을 중심
으로 추구해온 비용 절감과 성과 보상, 마케팅 경쟁 중심의 경제학적 기업경영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자 경험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인간을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나 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비인간적·기술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인간과
사용자를 기업경영의 중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적 인식이 그 바탕이다.
그러한 기존 가치관의 변화 없이 사용자 경험이나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과 인문학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 경험이 기업을 구하는 대안인 이유는 인문학,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간 중심
의 기업철학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지 눈앞에 보이는 이윤과 투자자본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 때문이 아니다. 사용자 경험에 투자자본수익률을 요구하는 태도
는 아직도 기업이 구시대적 기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애플이 아이폰
을 출시하기 전에 사용자 경험에 대한 투자자본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바탕을 두지 않고 단기간의 경제적 이윤과 기술적 관점으로 사용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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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전략은 스마트 시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인지도 점유율이 사용자 경험에서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자 경
험은 이보다 더 한발 나아간 가치 공유(value share)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두는 기술 중심의 경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에 가치를 두는 경험 중심의 경제로 넘어가는 이른바 가치의 중심축이 전이되는 시기다. 사
용자에게 가치가 전이된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태도, 만족감, 효
능, 용이성, 유용성 등이 사용성이라는 범주로 망라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개별
요인으로서 사용자의 요구나 수요를 측정하는 객관적 요소들이었다.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는
그러한 피상적 요인들에 대해 인간의 보편적, 근원적, 원초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것
이 바로 가치 지향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UX는 개별적 사용자가 개별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이다. 그런 UX의 한계점
은 한 개인이라는 것이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피동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소셜 미디어처럼
개인에서 나아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후 거기서 발생하
는 가치가 개인 사용자의 혜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로 승화되
고 환원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스마트기기 제작에만 관심이 있었지 거기서 파생한 가치를 사
회에 어떻게 환원할까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UX 이후
는 SX(Social Experience)가 될 것이다. 즉 소셜 테크놀로지(social technology)처럼 함께 경
험하고 존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어야 지금의
UX, 융합 트렌드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사용자의 경험 속에 잠재된 가치의 종류는 무한하며 새롭게 발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 같은 핵심 가치 창출기술은 사용자와 기술 간 가
치 창출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애플의 아이팟을 예로 들면, 파는 것은 휴대용 MP3 플레이
어가 아니라 아이튠즈를 통한 음원 판매와 청취 경험이다. 플랫폼의 편의성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참여라는 중요한 가치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 스토리다. 소비자 경험이 반드
시 수익창출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애플은 이제 팟캐스팅(Podcasting) 서비스를
통해 TV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IT에서 가치 중심 접근이 강조되는 것은 IT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과거 어느 시기보다 많은 IT 트렌드가 시장의 대규모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IT의 대중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IT의 대중화란 더
많은 대중이 IT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IT 대중화는 IT의 양적 증가 외에도 다양한 질적 다양성 및
향상에 대한 요구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질적 다양성 및 향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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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미래의 기술 개발에서 사용자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해 실제 사용에서 그 가치가 적극 활
용되며 사용자 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
다. 즉, 가치 공유는 상호작용의 구조에서 사람과 사회의 시스템이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
며, 새로운 기술이 다시 개인의 행동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
치의 선순환 구조라 할 수 있다. 미래의 스마트 기술은 어떻게 가치 공유를 획득하는지가 관
건일 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가치를 어떻게 발굴해 내고, 기술 디
자인에 반영하며, 가치의 선순환 구조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재생산하는지에 심혈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휴머니타스 테크놀로지,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교사용 자료 1-2
▣ 모바일 알고 가기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의 총칭으로 불리는 모바일[mobile]의 의미는 본래 ‘움직일 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휴대전화와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것들
을 총칭한다. 손으로 들고 다니므로 가볍고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입력장치와 디스플레
이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확장성이 부족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21세기 초부터 휴대전화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보는 모바일뱅킹, 온
라인게임을 하는 모바일게임,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모바일영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와 PDA·노트북컴퓨터 등의 장점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
며, 모바일 비즈니스와 모바일 마케팅·모바일 전자화폐·모바일 전자정부 등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1)

1) [네이버 지식백과] 모바일 [mobile]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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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반도체 집적도 증가, 디지털 압축기술, 대용량 메모리기술, 평면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
술의 발전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 가능한 기기로
변신한 모바일 기기는 전자계산기처럼 입력된 단순 명령을 실행하는 형태에서 휴대용 컴퓨
터 개념과 네트워크 통신기기라는 두개의 개념이 복합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
하고 있다.2)

교사용 자료 1-3
▣ 모바일 콘텐츠 맛보기
모바일 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모바일 콘텐츠는 초창기 소위 ‘모노’ 미디어로 시작해
현재 멀티미디어로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는 SMS
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측면은 바로 SMS의 ‘문자성’이다(Small, 2003). 최근 전자
우편과 SMS 등장 이후 사람들은 점차 텍스트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었는

2) [네이버 지식백과] 모바일 [mobile] (만화애니메이션사전, 2008.12.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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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수지 스몰(Suzy Small)은 이를 월터 옹(Walter Ong)의 용어를 빌려 “제2차적 문자성”이라
고 부른다. 청각에만 소구하던 음성 전화에서 다양한 감각들에 소구하는 멀티미디어로 발전
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청각으로부터 시각과 촉각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다.

1. 개념과 발전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모바일 미디어의 미학적 특성, 인터페이스, 기존 미
디어와의 관계,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의 수용 등 모바일 미디어를 둘러싼 포괄적 측면들에 분
석이 요구된다(Everett & Caldwell, 2003 참조).
역사적으로 모바일 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모바일 콘텐츠는 초창기 소위 ‘모노’ 미디
어로 시작해 현재 멀티미디어로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바일 서비스는 1)
음성(voice) 서비스로 출발해, 2) 텍스트를 보낼 수 있는 SMS(Short Messaging Service)와,
3) 텍스트와 그래픽을 보낼 수 있는 그림 메시지 전송(Picture Messaging, PM)을 거쳐, 4) 텍
스트, 그래픽, 이미지, 음성 등을 매끄럽게 통합하여 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5)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새
로운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mobile multimedia) 단계로 나아가
고 있다. 이런 멀티미디어로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로의 서비스 발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의 “기능
적 가전성(可轉性, versatility)” 확대에 따른 편익의 증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Nokia,
2001). 여기서 기능적 가전성이라 함은 인터넷과 모바일, 모바일과 모바일 등 타 기기 및 이
종 기반 사이의 정보 교환 능력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관점은 대체로 통신사업자, 콘
텐츠 제공업자(CP),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2. 휴대전화 SMS
모바일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는 SMS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측면은 바로 SMS의
‘문자성(literacy)’이다(Small, 2003). 모바일 서비스가 멀티미디어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
지만 여전히 SMS는 모바일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고, 초창기 음성 중심의 ‘모노’ 미
디어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로 전환되는 일차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
다. 스몰(Suzy Small, 200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SMS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
고 모바일 핸드셋을 통해 수신되는 단문 텍스트(brief written texts)의 교환”으로 정의되는데,
1) 휴대성(portability), 2) 은밀함(unintrusiveness), 3) ‘틈새 시간(dead time)’의 활용, 4)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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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redundancy)의 제거라는 속성 때문에 서비스로서 크게 성공적이었음은 물론이고, 인터
넷 전자우편과 더불어 문자언어(written language)의 생산 및 활용의 보편화라는 언어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월터 옹(Walter Ong, 1982 등)에 따르면,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제1차적 구술성(orality)은
문자의 등장, 특히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 이후 문자성으로 대체되게 되었는데, 20세기 들어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문자 언어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점차 구술언어(spoken
language)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제2차적 구술성(secondary orality)이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스몰(Small, 2003)에 따르면, 최근 전자우편과 SMS 등장 이후 사람들은
점차 텍스트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스몰은 이를 옹의 용어를 빌
려 “제2차적 문자성(secondary literacy)”이라고 부른다. 제2차적 문자성을 보여 주는 SMS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짧게 표현하는 방식을 습득했다는 점에서 제1차적 문자성과 구분된다.
MMS로 나가면서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SMS로 메시지를 쓸 경우, 서구는 160자 이내로, 우
리나라는 40자 이내로 글자 수가 제한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서나 사
회정치적으로 그 의미와 파급력은 매우 크다.
둘째, 전화와 비교할 때 전자우편이나 SMS는 전화와 마찬가지로 대인 미디어이기는 하지만,
전화가 구술성에 기반하는 반면 전자우편과 SMS는 문자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몰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는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 음성 전화의 구술성과 SMS의
문자성이 휴대전화라는 하나의 미디어 내에 결합되어 있다. SMS의 구어체적 표현에서 보듯,
SMS는 역설적이게도 ‘문자성과 구술성의 절묘한 혼성체’ 또는 ‘구술적 문자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SMS는 기술적 한계와 사용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생산자인 송신자와 메시지
해독자인 수신자에게 메시지 내용 이상의 가치, 즉 ‘즐거움’을 부가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SMS의 즐거움은 기술적 한계와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메시지 생산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
한다. 이런 점에서 SMS는 불편함을 극복해 낸 사용자의 손재주(manual dexterity)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언어적 창조성의 결합이자 새로운 ‘언어 게임(language gam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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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등장 이후 사람들은 점차 텍스트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
3. 모바일 미디어와 감각 양식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64)에 따르면, 모든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인쇄술과 시각 사이의 관계에서 보듯, 특정한 감각기관에 소구하는 미디어가 지배
하게 되면 그 감각기관이 다른 감각기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감각기관들 사이
의 불균형 또는 특정 감각기관의 ‘폐쇄’가 초래된다.
모바일 미디어도 다른 미디어나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감각들의 독특한 결합 방식, 즉
감각 양식(modalities)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다중적으로 소구함으로써 새로운 감각 양식 또는 감각 비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멀티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
각에만 소구하던 음성 전화에서 다양한 감각들에 소구하는 멀티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 휴
대전화는 “청각으로부터 시각과 촉각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다.
먼저, 앞서 제2차적 문자성을 가져온 SMS의 보편화와 그래픽 사용의 확대는 일차적으로 노
키아(Nokia, 2001)의 주장처럼 “귀(ears)로부터 눈(eyes)으로의 전환”, 즉 청각으로부터 시
각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는 경우들이다. 그림 메시지는 기존의 종이 엽서를 대체하여 장소,
시간, 콘텐츠의 제약에서 벗어나 텍스트와 더불어 그래픽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디카폰
으로 찍는 즉석 사진(instant photography)은 현상, 인화, 전달이라는 아날로그 사진기의 제
약으로부터 벗어나 촬영과 전송 양 측면 모두에서 즉각성을 실현함은 물론 ‘경험의 즉각적
공유’까지도 가능케 해 주었다. 이제 휴대전화는 더 이상 ‘듣고 말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쓰
고 읽는 미디어’가 된 셈이다.
나아가 휴대전화는 이제 ‘듣고 말하는 미디어’에서 벗어나 ‘두드리는 미디어’로 바뀌고 있다.
즉 청각의 미디어가 아니라 촉각의 미디어가 된 셈이다. SMS의 사용 확대는 눈으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워드 라인골드가 새로운 인류라고 지칭한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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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즉 “엄지족(thumb tribes, 일본어로 오야유비조쿠 おやゆび族)” 또는 “문자통신
세대(GenTxt)”는, 매클루언의 용어로, 새로운 감각 비율의 창출, 그리고 신체 기관의 새로운
확장을 보여 주는 상징적 현상이다(Howard Rheingold, 2003). 엄지족은 이제 ‘보지 않고도’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고도의 ‘폰타’ 실력으로, 즉 아주 빠른 속도로 단말기 버튼을 조작
하고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 엄지족은 문자 메시지를 쓰지 않고 ‘친다’. 그들은 문자 메
시지를 ‘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글을 ‘친다’, 문자 ‘때린다’, 문자 ‘날린다’고 표현한다. 이
것은 이제 더 이상 ‘글쓰기’가 아닌 ‘글치기’인 셈이다(이종숙, 2001). 휴대전화의 촉각성은
SMS 행태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진동 모드에서 보듯, 휴대전화는 전화나 메시지의
도착을 소리를 듣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의 진동을 통해 ‘느낀다’. 그리고 10대들은
휴대전화를, 매클루언의 표현대로 “사랑하는 애완동물처럼 어루만진다”(McLuhan, 1964,
p.266). 결국 휴대전화는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가 말하는 “몸의 발
화” 장치인 셈이다.
매클루언은 전화의 본질적 특징을 이미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McLuhan,
1964, pp.267~268).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낙서’를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다. 이 사실은 이 미디어의 특징, 즉 전화가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신체 기관의 참여를 요구하
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라디오와 달리 그것은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수 없
다. 전화는 매우 빈약한 청각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강화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휴대전화가 텍스트 구성
의 차원에서 멀티미디어화하고 감각 차원에서 시각 및 촉각을 동원하며 다중화되고 있는 것
은 전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의 발현인지도 모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미디어,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366&cid=3619&categoryId=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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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1-4
▣ 카카오·네이버·다음, 모바일 콘텐츠 눈독
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강자인 네이버, 다음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떠오르는 세력인 카카오
가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무대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다.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
로 이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네이버가 ‘네이버 포스트’로, 다음은 ‘스토리 볼’로 도전장을
던졌다.
2013년 8월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페이지가 선점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올 하반기 네이버 포스트와 스토리 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스토리 볼의 경우 지난 8일 이
미 시장에 등장에 기반을 다지고 있다. 네이버 포스트는 현재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
고, 올 하반기 정식서비스 될 예정이다. 이처럼 기존 포털 강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앞 다
퉈 뛰어드는 이유는 이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이다.
트래픽 분석 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을 이용한 월간
순방문자 수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보다 48.7% 늘어난 1918만 명을 기록했다.
월간 총 이용시간도 62.5%나 늘어났다.
포털 입장에선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인 카
카오톡으로 이용자의 마음을 훔친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 이 시장 선점에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포털 운영으로 적지 않은 인터넷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만
큼 시스템적으로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네이버 포스트는 기존 블로그 등으로 작성하던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
는 모바일 기반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카카오 페이지가 콘텐츠 유료화에 초
점을 맞췄다면, 네이버 포스트는 일단 이용자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
도 다르다.
다음 스토리 볼은 네이버의 매거진 서비스나 모바일 웹툰 서비스처럼 일반 대중이 좀 더 모바
일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두 플랫폼은 카카오 페이지와 달리 서비스 유로화보단 시장 안착에 더 주력한다는 특징이 같
다. 예컨대 다음의 경우 좋은 연재 작품에 대해서 무료 연재가 끝나면 추후 유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일단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두 서비스 모두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용되는
콘텐츠가 더 풍성해지면 각 포털에 이용자들이 체류하는 시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잠재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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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의 등장에 카카오 페이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월에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
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콘텐츠 구매 장벽을 낮추고, 결제 방식 개편 등도 있을 것으로 알
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인기 상위 콘텐츠가 대부분 무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콘텐츠
유료화라는 목표 보다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했
다.
한편 일각에선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하면서 카카오 페이지도 다시 한 번 성장에 힘을 쏟을 것
인 만큼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사용 자료 1-5
▣ 카카오페이지로 읽어 보는 콘텐츠 기획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 콘텐츠를 내세운 카카오톡 서비스이다. 야심찬 출발과는 달리 저조
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률 94%의 카카오톡, 월평균 이용률 68%의 기반을
가진 카카오스토리와 비교해, 카카오페이지 이용률은 1%에 불과한데다 출발 시 60만 사용자
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고, 앱 누적 다운로드는 27만 건, 유료 구매율은 단 7%에 그치고 있거
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2013년 2월, 카카오페이지 전용 웹에디터 및 등록센터가 오픈되었으며, 4월 9일에는 카카오
페이지가 정식 오픈되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플랫폼인 카카오페이
지가 만들어진 이유와 그 지향하는 바를 ‘2013년 5월 1일’ 앱스토리’ 카카오페이지 인터뷰 내
용에서 찾아보았다.
1. 카카오페이지 왜 만들었나?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 환경의 2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첫 번째 문제는 모
바일만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모바일 콘텐츠가 웹을 모바일로 베껴논
듯하여,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는 거의 부재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모바일 콘텐츠의 손
쉬운 제작툴을 위해서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도한 개발비용과 경쟁적 마케팅 비용으로 일
반인들이 앱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만들기 쉬운 모바일 특화 콘
텐츠 서비스이다.
2. 카카오페이지 기획자가 고려한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특징은?
1) 상하 스크롤이 아닌 좌우 슬라이드 기능을 염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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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디오와 비디오 등 멀티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라.
3) 같이보기, 공유하기 기능 부가하라.
4) 콘텐츠 순위, 별점, 댓글 등 관리 기능을 활용하라.
3. 카카오 페이지 상품 기획서에 나온 콘텐츠 기획 포인트 7가지
1) 지속적 업데이트 : 한 달보다 한 주, 한 주보다 매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세요.
2) 분절화 : 하나의 콘텐츠를 잘게 세분화하고 분절화한 것을 믹스하세요. 모바일 콘텐츠
는 한 두 시간 연속해서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5~10분에 봐도 완결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3) Mobile Fit : 콘텐츠의 타깃 사용자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상황과 소비 시간을 고려하세
요. ex) 퇴근길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밥 먹고 졸릴 때 등등
4) 큐레이션 : 모바일은 웹과 다르게 콘텐츠 검색 수집이 어렵습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
전문 사업자의 콘텐츠를 모은다거나 전체 주제가 중요합니다.
5) 콘텐츠 물성의 다양한 결합 : 기존의 텍스트 중심 콘텐츠보다 오디오, 비디오 결합, 기
존 비디오 중심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의 콘텐츠가 좋아요.
6) 무료와 유료의 자연스러운 결합 : 무료, 유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리즈 앞 부분은
공개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경험하게 한 후 유료전환을 모색하세요.
7) 다양한 상품 패키징 : 단순히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특성을 활용해 무료
+유료, 서브패키지, 자유이용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http://ddungsang.tistory.com/586

교사용 자료 1-6
▣ 차세대 모바일 콘텐츠 동참하기(1)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삼성, 차세대 무선통신 ‘5G’ 개발 선도 [2013/05/14 09:32]
삼성전자는 13일(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인 ‘5G(5세대)’ 기술 개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단 이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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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주파수 대역보다 훨씬 높은 대역을 사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면 방대한 크기의 데이
터 파일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자주 주고받는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
로 보인다. 가령,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수퍼HD 영화 파일을 단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
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현재 상용화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4G(또는 LTE)는 아직까지 전 세
계적으로 널리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며, 다음 단계는 ‘4.5G’ 네트워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실제로 상당수 통신사들은 여전히 3G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은 2020년까지 5G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설정한 목표와 부
합한다. 올해 초 EU는 2020년까지 5G 모바일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많은 통신사들이 아직도 4G 무선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들이 차세대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로 신속히 갈아타야만, 다음 단계인 5G로의 이동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한다.
삼성은 “차세대 무선통신 개발에 있어 기술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면서 “이런 추세로 인해 글로벌 제휴가 생겨나고 관련 모바일 대역폭 서비스의 시의적절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http://kr.wsj.com/posts/2013/05/14/%ec%82%bc%ec%84%b1-%ec%b0%a8%ec%84%b8%eb%8c%80%eb%ac%b4%ec%84%a0%ed%86%b5%ec%8b%a0-5g-%ea%b0%9c%eb%b0%9c-%ec%84%a0%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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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1-7
▣ 차세대 모바일 콘텐츠 동참하기(2)
▣ 동영상 1 스마트폰, 이런 기능까지 있었다니!
http://www.youtube.com/watch?v=kTwbLwSnJZU
▣ 동영상 2 100원짜리 스마트폰 접사카메라 만들기 -노리구실http://www.youtube.com/watch?v=PewHxpbgqGs
▣ 동영상 3 스마트폰카메라렌즈키트-광각, 어안, 접사렌즈
[스마트폰카메라렌즈] 듀얼렌즈키트 동영상리뷰 아이폰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같은
태블릿pc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메라렌즈 키트입니다. 하나의 렌즈에 접사렌즈와 와이드렌즈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http://blog.naver.com/momoket?Redirect=Log&logNo=120196342576

교사용 자료 2-1
▣ 커리어넷을 통한 직업 정보 검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커리어넷에서는 학교/학과정보, 직업정보, 검사/프로그램,
진로상담, 참여 공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네트워크 전문가 관련 직업
중 『모바일콘텐츠개발자』에 대한 탐색 과정 안내이다.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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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넷 > 미래의 직업세계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base/jobMain.do

 커리어넷 > 미래의 직업세계 > 분야별 직업정보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realmList.do

 커리어넷 > 미래의 직업세계 > 분야별 직업정보 > 전자산업 직업의 세계 > 직업안내 > 모
바일콘텐츠개발자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realmJobList.do?pageGubun=100103

▶하는일
·휴대폰에 모바일 게임이나 음악 서비스, 소액결제 시스템 등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
램을 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
·게임 및 결제 시스템 등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
·시스템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보완관리
·단말기 스펙 검토 및 콘텐츠 양산대응 방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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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평균 연봉：4,350만 원
·주 5일 근무이며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함
·개발 툴(JAVA SDK), 휴대폰에뮬레이터, 시리얼케이블, 소프트웨어(통신용, 서버용), 테스
트용 휴대폰 등 도구와 장비 사용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기초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노동강도가 약하나 개발 완료시점이 다
가오면 업무강도가 극도로 강해짐
·개별 부스가 갖추어진 독립공간이며 쾌적한 실내에서 단독 작업이 가능함. 음원사업부의
경우에는 녹음 스튜디오, 방송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음
▶준비방법
·입직학력은 2년제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이나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날 경우 학력
에 무관함.
·컴퓨터공학, 컴퓨터게임학, 멀티미디어학, 전산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산업
공학, 전자계산학, 소프트웨어학, 게임공학 전공자
·시스템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프로그래밍언어, 운영체계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설계,
JAVA, C언어, C++언어, 알고리즘, 네트워크기술, VC++, OS, 전산개론 등의 교육과정 이
수
·관련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음.
▶직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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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체계
입직 후 1년 동안은 사원으로 일하게 된다. 이후 2년을 주기로 대리, 과장의 승진체계를 밟
게 된다. 사원에서 과장은 서버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와 보완 관리,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모바일 게임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요구되는 능
력은 프로젝트 관리능력, 콘텐츠 개발능력, 개발능력(JAVA, C++), 콘텐츠개발 플로우 습득,
프로그래밍이 있다.5~8년은 차장으로 일하게 되고, 8년 정도가 되면 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다. 이 때에는 서버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설계/개발/운용, 개발관리, 개발스펙검
토, BP기술지원 및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구현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요구되는 능력
은 기획력/마케팅, 경영능력/수익관리, 외국어, 인력관리능력, 리더십, 제품사양별 플랫폼 운
용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있다. 전직가능직업]금융전자기술자로 전직 가능하며 추가로
파이낸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부품기술영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게임기획자, 게임마케
터로 전직 가능하며 추가로 어학 및 부품기술 습득, 데이터 베이스 관리기술, 기획능력, 문서
작성능력, 마케팅 실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 회로설계, PCB Artwork, SI ENG, 모바일 통신
ENG, 응용 SW개발자, 온라인 프로그래머로 전직 가능하며 추가로 실무경험, PCB Artwork
지식, 서버관리능력, 네트워크기술, VC++ 및 3D 교육이 필요하다.
▶직무수행능력
 요구되는 능력

항목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능력
외국어활용능력
문서작성능력
전공실무지식
전공이론지식

득점(5점 만점)
3.7
4.5
3.9
2.3
2.9
4.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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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태도

▶취업현황
·모바일콘텐츠 개발은 경험과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므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있고 인턴 제도 혹은 산학협동 과정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경우 사내추천을 통하여 채용
되는 경우가 많음
·산입사원의 경우에는 컴퓨터 언어 기술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준으로 공개채용함
▶직업전망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법의 강화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계속적으로 기술개
발이 진행되고 있음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해 질적 수준이 낮은 개발자가 많이 양성되어 사회적 대우는 다
소 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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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2-2
▣ 워크넷을 통한 직업 정보 검색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서는 구직, 구인 등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해외취업 및 고용보험 안내, 직업정보, 심리검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워크넷 http://www.work.go.kr/index.jsp

 워크넷 > 직업정보·심리검사 http://www.work.go.kr/index.jsp

 워크넷 > 직업정보·심리검사 > 직업정보검색 http://www.work.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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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 직업정보·심리검사 > 직업정보검색 > 모바일콘텐츠개발자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Srch/summaryExmpl.do?jobNm=20239

 하는 일 ‖ 교육/자격/훈련 ‖ 임금/직업만족도/전망 ‖ 능력/지식/환경 ‖ 성격/흥미/가치관

▶하는 일
·휴대폰에 모바일 게임이나 음악서비스, 소액결제 시스템 등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을 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교육/자격/훈련
·과거의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변경되면서 모바일콘텐츠 개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프로그램개발로 진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은 노트북과 데스크탑
등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말한다. 달력이나 일정관리, 시계, 카메라 등의 기본 유틸리티뿐 아니라, 지도, 검색,
교통, 커뮤니티, 은행, 교육, 게임, 영화 등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앱으로 구현되
고 있다.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려면 먼저 기술력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상
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발상으로
콘텐츠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전산프로그래밍 능력과 그래픽 구현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학과 출신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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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훈련기관
·HRD-Net에서 직종별 훈련기관을 검색해 보세요.
▶임금/직업만족도/전망
·임금 하위(25%) 2,500만원
·평균(50%) 3,000만원
·상위(25%) 3,500만원
※ 위 임금정보는 직업 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
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 간 비교
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만족도 64%
▶일자리전망
▲ 증가 (76%)

▣ 현상유지 (16%)

▼ 감소 (6%)

향후 5년간 모바일콘텐트 개발자의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거의 필수품
이 되어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기 어렵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혹은 PDA 에서 벨소
리, 게임, 사진, 은행 업무, 영화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에는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트가 활발
히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조사년도: 2012년>

※ 일자리전망은 직업 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한 결과
입니다. 재직자 개인 및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 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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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현황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프로그래머
▶능력/지식/환경
·업무수행능력 : 전산 / 기술 설계 / 기술 분석 / 수리력 / 설치
·지식 : 컴퓨터와 전자공학 / 통신 / 산수와 수학 / 공학과 기술 / 의사소통과 미디어
업무환경 : 업무량 과부하 / 새로운 기술습득 / 앉아서 근무 / 고용기회 / 결과에 대한 책임
▶성격/흥미/가치관
·성격 : 분석적 사고 / 혁신 / 성취/노력 / 리더십 / 책임과 진취성
·흥미 : 탐구형(Investigative) / 현실형(Realistic)
·직업가치관 : 신체활동 / 다양성 / 타인에 대한 영향 / 심신의 안녕 / 인정
▶관련직업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컴퓨터프로그래머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가상현실전문가

음성처리전문가

게임프로그래머

스마트폰앱개발자

모바일콘텐츠개발자

데이터베이스개발자

네트워크관리자

네트워크엔지니어

컴퓨터보안전문가

웹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웹마스터

정보시스템운영자

통신장비기사

방송송출장비기사

컴퓨터시스템감리전문가

기술지원전문가

정보통신컨설턴트

MIS전문가(경영정보시스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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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신 분들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 연구책임자 : 교수 박남제 (제주대학교)

<집필진>
교수 박남제 (제주대학교)
교사 양원호 (구엄초등학교)
교사 장치훈 (삼성초등학교)
교사 조성배 (제주중앙고등학교)

<연구진>
교수 최근배 (제주대학교)
교사 김정연 (제주동초등학교)
교사 고성우 (노형초등학교)
교사 고영해 (하도초등학교)
교사 문우종 (오라초등학교)
교사 이나래 (동광초등학교)
교사 안재호 (법환초등학교)
교사 김승현 (함덕초등학교)
교사 고대훈 (함덕초등학교)
교사 오숙경 (아라초등학교)
교사 안선영 (백록초등학교)
교사 김이립 (제주남초등학교)
교사 정현경 (동진초등학교)
교사 정다움 (석전초등학교)
교사 고경리 (신광초등학교)
교사 오인실 (제주사대부중학교)
교사 김동호 (조천중학교)
교사 변영관 (성산중학교)
교사 박보용 (남원중학교)
교사 김장환 (대기고등학교)
교사 신유진 (제주중앙고등학교)
연구원 김경환 (제주대학교 STS연구센터)
연구원 김규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연구원 박순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 이 교재는 2013년도 정부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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