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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신뢰의 암호화, 블록체인과 미래직업

➊ 주제 개요
n 프로그램 소개
본 수업 프로그램은 최근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
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암호 알고리즘의 등장, 컴퓨터 시대의 암호 알고리즘의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새롭게 주목받게 될 미
래 직업군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1차시에는 암호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하고, 주민등록번호
의 마지막 숫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암호구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2차시에는 블록체
인의 채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해시함수를 이용한 블록체인 데모사이트에서 실습으로 진
행한다. 3차시에는 앞선 수업내용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투자와 투기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고 새롭게 주목받게 될 미래 직업군을 탐색해 본다.

n 주제 선정의 의미
본 수업 주제는 최근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과 직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선정하였다. 미래직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
된 산업 분야를 이해하고 관련 직업 분야를 함께 예측해 본다. 블록체인 데모사이트를 활용
하여 암호알고리즘 생성원리와 블록체인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
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블록체인 관련 산업 분야의 직업 및 진로를 설
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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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학습목표
n 내용 목표
Ÿ

집합과 전단사함수를 활용하고, 해시함수를 통해 가상화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Ÿ

가상화폐를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며, 암호알고리즘의 원리를 알 수 있다.

Ÿ

가상화폐의 분배원리와 비트코인 채굴(Mining)의 원리와 방법, 블록체인의 기본개념과
원리, 그리고 해시(Hash)값을 알 수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

Ÿ

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관련된 미래직업을 예측하여 제시할 수 있다.

Ÿ

n 과정 목표
Ÿ

수학
: 일대일 대응, 전단사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해시함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Ÿ

사회
: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투자와 투기의 올바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Ÿ

기술
: 블록체인을 통해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
할 수 있다.

Ÿ

정보
: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
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Ÿ

과학
: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

Ÿ

윤리
: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Ÿ

진로와 직업
: 직업의 가치, 직업 세계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진
로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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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연계 과목
n 관련교과
Ÿ

수학 : 함수, 과제 탐구의 이해

Ÿ

사회 : 경제생활과 금융

Ÿ

기술 : 기술 활용

Ÿ

정보 : 정보문화와 직업

Ÿ

윤리 : 과학과 윤리

➍ STEAM 요소
n 과목 요소
Ÿ

 현대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성

Ÿ

 컴퓨터 암호, 정보과학과 진로,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

Ÿ

 투자와 투기,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진로와 직업.

Ÿ

 함수: 일대일대응, 전단사함수, 해시함수

n 단계 요소
Ÿ

상황제시
: 함수의 개념을 전단사함수에서 해시함수까지 연결하여 알아보기. 가상화폐의 투
자와 투기의 개념에서 이해하기

Ÿ

창의적 설계
: 블록체인의 해킹문제를 해커와 채굴의 개념에서 차이점 설명. 블록체인 관련직
업을 위한 진로 선택

Ÿ

감성적 체험
: 해시함수를 사용한 암호화 관련 기술과 직업 찾기. 블록체인 데모사이트에서의
해시함수 실행과 채굴을 실행. 가상화폐 투자개념의 블록체인 기술분야 설명.

Ÿ

발표와 평가
: 관찰평가 - 수업 참여도와 협력도 등 학습 태도 관찰
: 자기평가 - 자신의 수업 참여와 내용에 대한 사색
: 수행평가 - 활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반영
: 동료평가 - 토의 및 발표내용, 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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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내용
<상황제시>
 함수의 개념
: 일대일 대응과 해시함수
<감성적 체험>
 [활동1]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만드는 방법

1

: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 파악하기
<창의적 설계>
 [활동2]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 블록체인 기술과 장·단점 파악하기
 [활동3] 해시함수를 사용하는 암호와 관련 기술과 직업
: 양방향 암호화와 단방향 암호화 차이점 파악하기
: 관련 직업 탐색하기
<상황제시>
 블록체인에서의 해시함수와 채굴
: 해시함수를 사용한 암호화 파악하기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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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1] 블록체인에서의 해킹문제: 해커와 채굴의 차이점
: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문제와 해커와 채굴의 차이 이해하기
<감성적 체험>
 [활동2] 블록체인 데모사이트를 통한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의 원리 이해
: 블록체인 채굴과정과 체험하기
<상황제시>
 가상화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 투자와 투기의 개념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3

 [활동1] 블록체인 관련 직업군
: 블록체인 관련 직업군 및 관련 학과 탐색하기
<감성적 체험>
 [활동2] 가상화페, 투자인가 투기인가!
: 뉴스 기사를 통해 투자와 투기의 개념 이해하고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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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평가 계획

연번
1

2

3

4

평가 기준
암호알고리즘, 해시함수, 블록체인의 연관성을 이해했고, 미래직
업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는데 올바르게 컴퓨터를 조작했으며, 답을
찾는 과정에서 조별 협동학습을 했는가?
학습을 마친 후 블록체인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이해했고, 블록
체인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조별 활동 시 조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방법
관찰평가

수행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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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관찰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평가 척도

평가
차시

상

중

하

1차시

해시함수를 활용한 암호
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해시함수를 활용한 암호
화 관련기술과 직업을 이
해한다

전단사함수의 사례를 안
다

2차시

블록체인
데모사이트를
통해 채굴의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해시함수를 통한 블록체
인의 채굴의 원리를 이해
한다.

블록체인의 채굴과 해킹
의 차이점을 안다.

3차시

블록체인 관련기술을 이해
하고 미래직업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블록체인 관련기술을 이해
하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관련기술을 이
해할 수 있다

1차시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해시함수에서 나눗
셈의 나머지를 이용하는
암호를 구현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해시함수에서 나눗
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해시함수에서 나눗셈의
나머지를 이용하여 암호
를 구하는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2차시

채굴의 암호원리를 이해하였
고, 데모 사이트를 통한
블록체인을 실행할 수
있다.

채굴의 암호원리를 이해
하였고, 데모 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의 해시함
수를 실행할 수 있다.

데모 사이트를 통해 블
록체인 원리와 관계를
부분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3차시

가상화폐의 투자와 투기
의 차이점을 블록체인의
기술로 설명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투자와 투기
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투자와 투기
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암호알고리즘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암호화폐보안개발자, 빅데이터전
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
진로설계

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디지털 인증개발자, 상품추적시스템개발자, 예술품진품감정 및 예술품거래암
호화개발자, 전자결제 암호화개발자, 위조화폐방지전문가

○ 수행, 관찰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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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상

중

감성적 체험
하

상

중

하

○ 학생 자기/동료평가 기준표
평가
방법

자기
평가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동료
평가

창의적
설계

평가기준

평가 척도
상

중

하

조원과 함께 주어진 활동에 역할을 적절히 분해하여 과제
를 수행함. (흥미, 참여도)
조별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성취감, 보
람)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와 관련된 원리와 내용을 이해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블록체인과 채굴을 사용함.
과업을 완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해가 부족
한 동료를 도와주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고 존
중하며 토론에 임함.

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1)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였고 관련된 직업군을 나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미래에 야기될 도덕,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함.
2) 블록체인의 설명을 듣고 개념을 이해하였으며, 해시 프로그래밍을 통해 블록 채굴을 함.
3) 블록체인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고, 해시 프로그래밍의 동작 원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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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기본이 되는 해시함수
1차시
암호알고리즘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암호
화폐보안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
수업

수학/진로

차시

1/3차시

관련
직업군

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손실방지전문가, 가
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디지털 인증개발
자, 상품추적시스템개발자, 예술품진품감정 및 예
술품거래암호화개발자, 전자결제 암호화개발자, 위
조화폐방지전문가

수학
(4)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
(1) 정보문화

[12정보01-04]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보안을 실천한다.
과학

(4) 과학과 현대사회
[12과사04-03]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
- 전단사함수를 통해 암호화의 원리를 이해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용어를
학습

정리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진로와 직업을 알 수 있다.

목표

-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해시함수에서 나눗
셈의 나머지를 이용하여 암호를 구현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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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교사용PPT, 필기구, 계산기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함수의 개념
▶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의 종류를 알아보자. 다음 함수 관계를 나
타내는 함수 f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Y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X집합과 대응하는 함수를 전사함수라
고 한다. 전사함수는 공변역과 치역이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입

▶ 그러면 다음 함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7분)

> 단사함수이다. X집합의 원소가 다르면 Y집합의 원소가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위의 두 함수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데 이것은 무슨 함수라고 하는가?
> 전단사함수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일대일 대응이라고 한다. 한 사람
이 한 개의 고유한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전단사함수를 많이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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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건의 이름이나, 소설책의 글
자를 서로 다른 원소로 연결하는 전단사함수가 있을 수 있을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의 글자를 한 장씩, 혹은 한 권씩 모아서
그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원소를 만드는 전단사함수가 있을까?
>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해시(Hash)함수이다. 암호화에 사용되
는 해시함수란 수학에서 전단사함수를 생각하면 된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글자나 문단을 서로 다른 원소(키 값)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단사함수인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모든 글자는 한 개
의 해시함수로 일대일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암호화 함수이다.
> 이렇게 해시함수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면 위의 그림에서 X의 값
을 이용할 때 Y를 알 수 있지만, Y를 알아도 X를 알아낼 수 없는 것
이 특징이다.

▶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전단사함수를 사용하는 사례
는 무엇이 있을까?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이런 암호화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우리가 이메일 비밀번
호를 잊어버렸을 때, 비밀번호 찾기를 해도 원래 비밀번호를 알려주
지는 않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 수만 있다.
그 이유는 휴대폰회사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해두기 때문에,
원래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회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렇게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 만약 누군가가 임의로 가상의 거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암호 값이
변경된다면, 다른 사람의 저장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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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암호화는 보통 해시함수를 이용
해서 구현한다. 암호 값을 알아내는 방식은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계
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데 컴퓨터를 이용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암호알고리즘 전체를 한꺼번에 해독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자컴퓨터와 같은 엄청난 성
능의 컴퓨터가 있으면 암호알고리즘도 해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
다.
> 이러한 해시함수를 이용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
고 있는 직업 분야가 블록체인 기술 분야이다.
<감성적 체험>
[활동1]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만드는 방법

전개
(36분)

▶ 주민등록 번호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질까? 해시함수에서
나눗셈의 나머지를 이용하여 암호를 구현해 보자.
- 준비물 : 노트, 필기구, 계산기(스마트폰) 등
1)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 알려준다.

: 마지막 1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12자리 숫자에
2, 3, 4, 5, 6, 7, 8, 9, 2, 3, 4, 5를 하나씩 1:1로 대응하여 곱한다.
숫자를 순서대로 1:1 곱한 뒤 모두 더한 숫자를 구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789012? 이라면,
(1*2+2*3+3*4+4*5+5*6+6*7+7*8+8*9+9*2+0*3+1*4+2*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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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과값을 11로 나눈뒤 나머지를 마지막 자리 ?에 넣는다.
: 이 숫자를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구한다.
: 이 나머지를 11에서 뺀 숫자가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수이다.
나머지가 0이면 검증코드가 11이므로 마지막 자리 수는 1이 된다.
2) 그림에 있는 예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검
증해보자.
> 학생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왜 틀렸는가를 이해하면 된다.

주민번호 검증 결과
(8*2+3*3+0*4+4*5+2*6+2*7+1*8+1*9+8*2+5*3+6*4+0*5)=
16+9+0+20+12+14+8+9+16+15+24+0=143
예제의 경우 숫자를 곱해서 더하면 143이다. 11로 나누면 나머지
는 0이 된다. 이 나머지 0을 11에서 빼면 11-0=11인데, 이때는
두 자리이므로 1로 쓴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원리로는 예제의 주
민번호 마지막 글자는 0이 아니라 1이 되어야 한다.

3) 각 조에서 계산한 결과와 주민등록번호에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
한 이유를 발표해 보자.
> 검증 결과 정답을 잘 맞힌 조과 주민번호 암호알고리즘의 필요성
을 잘 발표한 조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참고 : https://namu.wiki/w/주민등록번호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5166
>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의 원리가 숨어있으니 아무렇게나 위조할 수 없다
는 것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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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영상을 같이 보자.

“블록체인을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w4yuRFJdMYc

<창의적 설계>
[활동2]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 영상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적어보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거래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

▶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블록체인의 장/단점을 활동지에 적어보자.

Ÿ

블록체인의 장점
해킹 불가능

Ÿ

거래 시스템 유지 보수 저장
비용 없음

Ÿ

별도 검증기구 없이
금융거래 신뢰성 보장

블록체인의 단점
Ÿ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승인
시간

Ÿ

이에 따른 거래 지연

Ÿ

국내법 개정 필요

▶ 블록체인의 종류가 있을까? 있다면 그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블록체인에도 종류가 있다.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
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대
표적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어 상대
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신뢰를 위해 해시함수를
13

활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과 정보 분산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
이 불가능하고, 비용이 줄어들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가능
해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다.
> 블록체인 개발자는 높은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분야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해시함수의 활용 분야 탐색
전자 결제, 디지털 인증,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 예술품의 진품 감정, 예술품 거래, 위조
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창의적 설계>
[활동3] 해시함수를 사용하는 암호와 관련 기술과 직업
▶ 해시함수의 암호화와 관련된 분야 중 암호화가 어떻게 쓰이는지
굵은 글씨 이후의 문장을 각각 적어보자.

해시함수를 사용하는 암호화 관련 기술
Ÿ

디지털 인증: 워터마크 기술. 문서 등의 진품 여부를 눈에 띄지 않는
전자코드로 암호화해서 숨겨둔 뒤 식별하는 기술

Ÿ

전자 결제: 온라인을 통해 은행과 개인, 기업이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
하여 결제하는 것

Ÿ

예술품 거래: 사진과 같은 디지털 예술품의 소유권을 암호화해서 기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

Ÿ

위조화폐 방지: 일반인은 식별하기 어려운 코드나 그림, 표시 등을 통
해서 위조지폐를 검색하는 기술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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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를 활용하는 기술

▶ 온라인 계정 비밀번호, 컴퓨터 프로그램 암호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시함수를 사용할까? 그렇지 않다. 어떤 암호화 관련 기술일까?
: OPT 카드, 양방향 암호화 기술 등
> 해시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암호화 관련 기술
Ÿ

OTP(One Time Password)카드, 보안카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무작위로 생성한 비밀번호로 사용
자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하려고 도입한 시스템이다.
로그인 할 때마다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동일한 비밀번호
가 사용되지 않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주로 전자금융 거래에
서 사용된다.

Ÿ

인코딩-디코딩(Encoding-Decoding 양방향 암호화) 기술: 전자결제
와 같은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되기 전의 원래 값이 무엇인지 알아
야하기 때문에 암호화(인코딩)를 한 뒤 다시 복호화(디코딩)를 하
는 기술형태로 단방향 암호화는 한 번 암호화를 하면 다시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양방향 암호화는 암호화한 후 복호화
가 가능한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회용 비밀번호 [One-Time Password] (ICT 시사상
식 2017, 2016.12.2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그렇다면 원래 값을 알 수 있는 양방향 암호화와 해시함수를 활용
한 단방향 암호화의 사용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한 해시함수
의 장점은 무엇일까?
> 해시함수, 양방향 암호화, 블록체인의 차이
Ÿ

양방향 암호화는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의 보안 설정이나 문서의
암호화와 같이 원래 값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하
지만, 복호화 과정에서 인증이 필요하고, 속도도 느린 편이다.

Ÿ

해시함수는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력 값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속도도 빠른 편이예
요.

Ÿ

블록체인은 거래내용을 기록해두는데 암호가 해독되면 문서 수정
과정처럼 거래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어서, 복호화가 불가
능한 해시함수를 이용한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
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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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 결제, 디지털 인증,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추적,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시간에는 전단사함수를 통해 해시함수를 알아보았고, 블록체
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소 어
려운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의 암호화나 은행
에서 거래되는 OPT카드 등은 해시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단방향
암호화라는 것을 알았다. 양방향 암호화나 해시함수 만큼 강력한
암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멜이나 그밖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서 사용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암호라는 것은 해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이외에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증, 전자시민권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해시함수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암호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직업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정리

▶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조를 평가해 보자.

(7분)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평가
상

중

하

암호알고리즘에서 해시함수의 장단점에 대
해서 잘 파악하게 되었는가?
자기

해시함수에 대한 친구의 발표에서 차별성과

평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해시함수 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직업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다른 조가 발표할 때 핵심기술의 내용을
동료
평가

수업
평가

잘 이해시켰는가?
조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했는가?
화폐제조 및 위조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과 그에 따른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 디지털 기기(노트북, 태블릿 PC 등)를 이용한 활동 시 수업이 원활
지도상
유의점

히 진행되도록 제재가 필요하다.
- 사이트 링크를 미리 연결하여 활동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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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관련 직업

▶ 블록체인의 기본이 되는 해시함수와 관련된 직업
암호알고리즘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 개발자, 암호화폐보안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
자

▶ 관련 자료 링크
Ÿ

전단사함수(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B%8B%A8%EC%82%AC_%ED%95%A8%EC%88%98

Ÿ

자료구조 :: 해싱(1) "정의, 해싱의 구조, 해시함수"

http://printf.egloos.com/v/880129

Ÿ

해시함수의 종류와 특징(주식회사 솔테크)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RbHZ&articleno=292

Ÿ

[생생경제] 금융위기, 달러불신이 비트코인 불러냈다(YTN)

http://www.ytn.co.kr/_ln/0102_201712191659321728_001
Ÿ

암호체계 무너트릴 양자 컴퓨터… 해결책은 후양자암호(카이스트신문)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

Ÿ

(HASH) 해시?해쉬? 그게 뭐야? 비트코인 입문서 [코인불편러]

https://www.youtube.com/watch?v=c__lyLjrj1U

Ÿ

온라인 SHA256해시 생성기

http://www.convertstring.com/ko/Hash/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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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
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
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
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
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블록체인의 출발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했다. 이후 2009년 사토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
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
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블록체인의 종류는?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대표
적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
용할 수 있다.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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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관련 용어
· 블록(block)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 바디(body)와 헤더(header)로 구분된다. 바디에는 거
래 내용이, 헤더에는 머클해시(머클루트)나 나운스(nounce, 암호화와 관련되는 임의의 수,
일명 키 값) 등의 암호코드가 담겨 있다. 블록은 약 10분을 주기로 생성되며, 거래 기록
을 끌어 모아 블록을 만들어 신뢰성을 검증하면서 이전 블록에 연결하여 블록체인 형태
가 된다. 여기서 처음 시작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른다. 즉, 제네시스 블록은
그 앞에 어떤 블록도 생성되지 않은 최초의 블록을 말한다.
· 노드(node)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개
개인의 서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한다. 이 개개인의 서버, 즉 참여자를 노
드라고 한다. 중앙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블록을 배포하는 노드의 역할이 중요하며, 참
여하는 노드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새 블록이 생성된다. 노드들은 블록체
인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일부 노드가 해킹을 당해 기존 내용이 틀어져도 다
수의 노드에게 데이터가 남아 있어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
· 해시함수
해시함수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도 같은 길이의 결과를 도출하는 함수를 말한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도 같은 길이의 결과를 도출하는 함수이다. 도출되는 결과가 중복
될 가능성이 낮고, 결과 값으로 입력 값을 역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해시 값
을 비교하면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시함수는 SHA(Secure Hash
Algorithm)-1이 처음 고안된 후 더 발전된 형태의 SHA-2(SHA 256)가 나왔는데, 이것을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다. SHA-2는 어떤 길이의 값을 입력해도 결과가 256비트로 도
출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8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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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종류

1. 교과서 속 주개념
1) 일대일 함수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 x2 이면 f(x1) ≠ f(x2)를 만족할 때 함수 f를
일대일 함수라고 한다. 위 식을 풀어 말하면 X의 서로 다른 원소에 Y의 서로 다른 원소
가 대응하는 함수가 일대일 함수이다. 일대일함수는 반드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필요
는 없다.
2) 일대일 대응
일대일함수의 조건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 x2이면 f(x1) ≠ f(x2)'를
만족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f를 일대일 대응이라 한다. 일대일 함수의 조건을 만
족하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 개수는 정의역 X의 원소개수와 일치하며 치역과 공역이 일
치하므로 결국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도 같아진다.
3) 항등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며(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 자체)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
여 f(x) = x를 만족할 때(즉 x에 x자신이 대응되는)함수 f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일때 항등함수의 함수식은 y = x이다.
4) 상수함수
X의 모든 원소가 모두 Y의 한 원소에만 대응되는 관계, 즉 함수 f의 치역이 하나의 원소
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상수함수를 좌표평면에 도시하면 y = a(상수)
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함수의 종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3737&cid=47324&categoryId=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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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해시함수

▶ 블록체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해시
함수 등을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해시함수의 구현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산법: 키(Key)값을 소수(Prime Number)로 나눈 값으로 테이블 주소 결정하는 방법.
- 제곱법: 킷값을 제곱한 값의 중간 부분으로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
- 폴딩법: 키 값을 여러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류한 부분을 더하거나 XOR(배타적 논리합,
비트연산자)하여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
- 기수 변환법: 특정 진법으로 표현한 키 값을 다른 진법으로 간주하고 키 값을 변환하
여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
- 계수 분석법: 키 값들의 자릿수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릿수를
기준으로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
출처 : http://printf.egloos.com/v/880129

▶ 해시함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적인 해시함수는 MD5, SHA1, RMD160, TIGER 등
- SNEFRU : 1990년 R.C. Merkle에 의해 제안된 128/254 bit 암호화 알고리즘
- N-HASH : 1989년 일본 NTT의 미야구치 등이 발표한 암호화 알고리즘
- MD4 : 1990년 Ron Rivest에 의해 개발된 MD5의 초기 버전, 입력 데이터로부터 128
비트 메시지 축약을 만듦으로써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
- MD5 : 1992년 Ron Rivest에 의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었지만, 충돌 회피성에서 문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
- SHA(Secure Hash Algorithm) : 1993년에 미국 NIST에 의해 개발되었고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SHA1은 많은 인터넷 보안에서 기본 해쉬 알고리즘으로 사용
됨. SHA256, SHA384, SHA512는 키(Key) 길이를 128, 192, 256 비트에 대응하도록
출력 길이를 늘인 것으로 SHA256은 비트코인에 사용
- RMD : RMD128, RMD160는 MD4, MD5를 대신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해쉬 알고리즘
이이지만, RMD128은 역시 충돌 회피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함. RMD160은 효율성
은 떨어지지만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많은 인터넷 표준들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고,
RMD256과 RMD320로 확장됨
- TIGER : 64 비트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해시 알고리즘으로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

출처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RbHZ&articleno=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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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함수를 이용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이해

2차시

암호알고리즘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암
호화폐보안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
수업

수학/진로

차시

2/3차시

관련
직업군

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기업비밀보호전문
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손실방지
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디
지털 인증개발자, 상품추적시스템개발자, 예술
품진품감정 및 예술품거래암호화개발자

수학

(4)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기술
2015

(5) 기술 활용

개정

[12기가05-01]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교육과정

를 전망한다.
윤리
(4) 과학과 윤리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
서 제시할 수 있다.
- 가상화폐의 분배원리와 채굴(Mining)의 원리와 방법, 블록체인의
학습

기본개념과 해시(Hash)값을 알 수 있다.

목표

- 블록체인 체험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의 생성원리와 채굴을 직접 해 볼
수 있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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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교사용PPT, 필기구, 노트북 혹은 태블릿(6대 이상)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블록체인에서의 해시함수와 채굴
▶ 해시함수와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자.
: 해시함수는 실제로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

도입
(10분)
출처 : Web Toolkit 해시함수 소스코드
http://www.webtoolkit.info/javascript_sha256.html#.VuJRJuY4tFC

> 해시함수로 암호화한 결과 값에서는 쉽게 원래 값을 알아낼 수가
없다. 만약 알아내고 싶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를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을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래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채굴”이다.
▶ 다음 영상을 보고 블록체인에서의 채굴과 해시함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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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블록의 채굴이란 무엇일까 (1:15~4:58)
https://www.youtube.com/watch?v=HEpn9oCfJK0

▶ 채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할까?

출처 : https://pixabay.com/

>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채굴이란 가상화폐의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인 블록(Block)의 암호 값(Nounce)을 알아내는 것인데, 특정한 블
록의 암호 값을 처음 알아내는 사람에게 약간의 가상화폐(비트코인은
초기에 50코인 정도)를 나누어주고 있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2620&year=2017

> 작업방식은 기본적으로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한다. 모든 참여자가
블록을 나눠 가진 후 블록 내에 들어 있는 암호를 풀면(채굴하면) 암
호화폐로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암호를 많이 해독할수록 많
은 암호 화폐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블록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고 검증해 새로운 블록을 인정받게 하는 절차이다.
▶ 블록체인의 암호 알고리즘은 1대1 전단사함수인 해시함수를 이용
하는데, 그러면 어떤 값들을 넣더라도 무조건 특정한 해시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굳이 채굴과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
엇일까?
> 해시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입력해도 해시
값은 나오지만, 가상화폐의 채굴(Mining)은 저장하려는 거래정보와 암
호 값을 함께 해시함수로 암호화한 결과(해시값)가 0으로 시작하는 것
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A256 해시함수의 결과 값(해시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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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진수 64자리(2진수 256자리)인데 그중에 0으로 시작되는 해시 값이
나오도록 하는 암호 값을 찾기는 쉽지 않다.
> 해시함수는 암호알고리즘이 일방향이라서 결과 값에서 원래 값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나온 결과 값이 0으로
시작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 만약 컴퓨터 성능의 발달로 0으로 시작되는 해시 값을 많이 찾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0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찾도록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000으로 시작되는 해시 값을 찾아야 하도
록 난이도를 조절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난이도 조절을 통해 채굴 시
간이 10분 정도 걸리도록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채굴을 통해 암호화
된 모든 결과 값의 원래 값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 값 중 맨
앞쪽의 몇 개 숫자(000 등)가 나올 수 있는 원래 값을 알아내는 것이
라 채굴 난이도는 생각보다는 낮다. 난이도를 높이려면 0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
▶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자.
질문
1. 가상화폐에서 채굴은 어떤
의미인가?

답
0000과 같은 형태로 시작하는 해
시값을

생성하도록

하는

암호값

(Nounce)을 찾는 과정이다.
해시함수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수

. 블록체인을 임의로 수정할

정할 경우 해시 값이 엉뚱한 값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 변경되어 확인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개
(35분)

> 이 중앙의 그림을 아주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하자. 한쪽에 입력 값
을 넣으면 다른 반대쪽에 출력 값이 나오는 기계정도? 입력 값
‘40427’을 넣었을 때 ‘82139’가 나온다. 그런데 이 입력 값과 출력
값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이나 규칙이 없다. ‘40427’ 넣었을 때
‘82139’가

나오지만

하나만

숫자를

바꿔서

‘40428’을

넣으면,

‘82139’가 아닌 다른 숫자가 생성된다. 다만 ‘40427’을 계속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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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넣는다면 ‘82139’가 나온다. 이 기계의 특징은 입력 값을 가지
고 출력 값을 쉽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출력 값을 가지고는 입력
값을 알 수 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기계를 해시함수라고 한다.

> 이 기계를 사용해서 ‘12345’이라는 숫자를 봉인하고 싶다면, 봉인된
숫자 ‘12345’에 어떤 숫자를 더해서 기계에 입력하면 반드시 ‘000’
으로 시작하는 출력 값이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12345’를 봉
인하기 위해서는 ‘12345’에 더해서 000으로 시작하는 출력 값이
나오게 하는 특정 숫자를 찾아야 한다. 이 기계는 출력 값에서 입
력 값을 역산할 수 없으므로 맞는 숫자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모
든 값을 다 넣어보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가 열심히 하나씩 넣던
끝에 누군가가 답을 찾아냈다. ‘12345’에 ‘45678’를 더해서 입력하
면(즉, ‘58023’을 넣으면) 출력 값이 ‘00098’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
냈다. 이 누군가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45678’이 맞는 숫자인지 확
인하게 하고 이 숫자가 맞다고 인정되면, ‘45678’은 ‘12345’를 봉인
하는 번호가 된다.

> 이제부터는 누구도 ‘12345’라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다. 만약 누
군가가 ‘12345’를 ‘12346’으로 바꾸면, 그 즉시 봉인 번호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계에 넣었을 때 더 이상 000으로 시작하는 출
력 값이 나오지 않는다. 결과 값이 규칙과 맞지 않으면 이 숫자는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바꾸는 순간 모든 참가자들이 이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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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채굴 모식도>
#https://brunch.co.kr/@bumgeunsong/41

<창의적 설계>
[활동1] 블록체인에서의 해킹문제: 해커와 채굴의 차이점
▶ 이러한 블록체인은 안전할까? 해킹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거래내
용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커와 채굴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블록체인 자체의 해킹이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블록체인과

로그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는데서 많이 나

관련한

타난다.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해킹의 문제

허술하게 보관하다가 비번을 해킹을 당해서 블록체인에
로그인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해커

채굴

컴퓨터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료나 로그인 정보를
몰래 빼오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입력을 반복해서 원하는 암호 값을 알아내는 것
을 말한다.

> 블록체인은 해시함수를 통한 암호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원래 값
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무작위로 아무 값을
넣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간이 무척 많
이 걸린다. 지금보다 성능이 1억 배 이상 높다는 양자컴퓨터가 나타
나면 이런 채굴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는 있다.

<감성적 체험>
[활동2] 블록체인 데모사이트를 통한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의 원
리 이해
▶ 블록체인 체험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의 채굴 원리를 이해하는
실습을 해보자.
- 준비물 : 노트북 및 인터넷 연결(6대 이상)
1)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블록체인 데모사이트를 통해 학습
해 보자.
#참고 : https://anders.com/blockchain/
#설명 : https://www.youtube.com/watch?v=iR33K4tcI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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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이 사이트의 위 메뉴를 눌러서 각 사이트의 대략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 Hash메뉴 : 해시 값을 생성한다. 문자나 숫자를 넣으면 즉시 (SHA2
56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해시 값이 생성된다.

출처 : https://anders.com/blockchain/hash.html

- Block 메뉴 : 블록의 채굴 방법을 알려준다. 문자나 숫자를 넣으면
즉시 아래쪽에 해시 값을 생성하며(빨간색), Mine 버튼을 누르면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만들어주는 암호 값(Nonce)을 찾는 채
굴을 수행하고, 성공할 경우 파란색으로 변한다.

28

출처 : https://anders.com/blockchain/block.html

- Blockchain 메뉴 : 블록체인의 생성원리 이해할 수 있다. 각 블록에
임의의 값을 넣으면 해시 값이 즉각 생성되지만, 아직 암호 값이
나오지 않아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첫 번째 블록에 있는 Mine(채굴)버튼을 클릭하면 0000으로 시작
하는 해시 값이 채굴되고 파란색으로 바뀐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블록의 Mine 버튼을 클릭하면 채굴이 시작되고 6번째 블록
까지 채굴을 완료하면 000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가진 블록체
인이 모두 구축되어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 때 각 블록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하고 블록의 해시
값도 0000으로 시작하지 않게 되어서 임의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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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anders.com/blockchain/blockchain.html

▶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채굴 체험사이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및
채굴의 기본개념을 알아보았다. 블록체인이란 결국 여러 사람이 거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지금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다
양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자신의 진로를
정리

설정할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5분)

있다.
▶ 앞으로는 다양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블록체인시스템개발
자,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상화폐개발
자 등의 직업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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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방법

평가
상

중

하

블록체인과 채굴의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
하게 되었는가?
자기

블록체인 등에 대한 친구의 발표에서 차별

평가

성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직업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다른 조에서 발표할 때 핵심기술의 내용
동료
평가

수업
평가

을 잘 이해시켰는가?
조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했는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과 그에
따른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 해시함수의 이해를 위한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도입 후반과 전개
초반에 있는 설명 중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
지도상
유의점

다.
- 디지털 기기(노트북, 태블릿 PC 등)를 이용한 활동 시 수업이 원활
히 진행되도록 제재가 필요하다.
- 사이트 링크를 미리 연결하여 활동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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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함수를 이용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 해시함수를 이용하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관련된 직업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
크 전문가, 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 관련 자료 링크
Ÿ

외계어 없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해하기(브런치)

https://brunch.co.kr/@bumgeunsong/41
Ÿ

블록체인의 기본, 해시란 무엇인가?(비트웹)

http://www.bitweb.co.kr/news/view.php?idx=360
Ÿ

블록체인 기초 – 시각적 체험(anders.com/blockchain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iR33K4tcII4
Ÿ

블록체인의 기본, 해시란 무엇인가?

http://www.bitweb.co.kr/news/view.php?idx=360
Ÿ

가상화폐 채굴이 뭔가요…ICO 뜬다는데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2620&year=2017
Ÿ

Blockchain Demo

https://anders.com/blockchain/blo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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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요약 :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
장 유명한 사례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다.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에서 블록(Block)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긴다. 온라인에서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거래 내역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해
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승인된 블록만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송금
이 이루어진다. 신용 기반이 아니다.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제3자가 거래를 보증
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 구상이다.
비트코인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사토시나카모토’라는 개발자다. 비트코인은 생긴
지 5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세계 100대 화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다. 그는 ‘비트코
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로 정의했다.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 지불을 막아
준다는 것이다. 즉,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 지불을 막는 데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
체인이다.
비트코인은 특정 관리자나 주인이 없다. P2P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P2P는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교환·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트코인은 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여러 이용자 컴퓨터에 분산 저장된다.
비트코인에서 10분에 한번씩 만드는 거래 내역 묶음이 ‘블록’이다. 즉 블록체인은 비트코
인의 거래 기록을 저장한 거래장부다. 데이터베이스(DB)로 이해하면 쉽다. 거래장부를 공
개하고 분산해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공공 거래장부’나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s)’로도 불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Block Chain] (ICT 시사상식 2017, 2016.12.20.,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6111&cid=59277&categoryId=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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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방식

▶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모든 참여자가 블록을 나눠 가진 후 블록 내에 들어 있는 암호를 풀면(채굴하면) 암호
화폐로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암호를 많이 해독할수록 많은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블록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고 검증해 새로운 블록을 인
정받게 하는 절차이다. 암호를 너무 빨리 풀 경우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참여
자가 많아지면 암호의 연산 난이도가 높아진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라이트코인, 이더리
움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단순 거래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고성능의 장비를 통
해 채굴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형 채굴자들이 운영 권한을 독점할 수 있고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 안정적인 증명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POS, POI(아래) 등이 등장했다.
▶ 지분증명(POS: Proof of Shake)
POS나 POI는 시중의 암호화폐의 거래 빈도, 양 등을 고려해 암호를 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먼저 POS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지분이 많을수록 많은 보
상을 받는 방식이다. 즉, 채굴량에 보유 지분을 곱해 암호화폐를 지급받는다. 피어코인
(PeerCoin)에 처음 적용됐고 네오(NEO), 스트라티스(Stratis) 등도 이 방식을 활용한다.

▶ 중요도 증명(POI: Proof of Importance)
POI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활동한 기여도가 클수록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이다. POS처럼 지분이 높은 참여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참여자와
거래를 했는지 등 활동량이 많을수록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방식은 넴(NEM) 등이 활
용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암호화폐 채굴방식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6938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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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직업군

3차시

암호알고리즘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암
호화폐보안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
수업

사회

차시

3/3차시

관련
직업군

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기업비밀보호전문
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손실방지
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자, 블
록체인 서비스 기획자, 블록체인 교육 강사, 컴
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학

(4) 과학과 현대사회
[12과사04-03]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
정보
2015

(1) 정보문화

개정

[12정보01-02]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한다.

교육과정
사회
(5) 경제생활과 금융

[12경제05-01]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
할을 이해한다.
- 가상화폐의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화폐 소재의 장단점을
학습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미래직업을 예측할 수 있다.

목표

- 조별 토론을 통해 미래의 화폐 소재에 대한 선택과 이유, 관련된 직업에
대한 예측과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PPT, 필기구, 뉴스기사 출력본 혹은 노트북, 태블릿
(6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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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가상화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 뉴스 영상을 보고 “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 에
대하 생각해보자

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
https://www.youtube.com/watch?v=HN_Apf81V54 (~1:51)

도입
(10분)

▶ 지금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나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투자일
까? 아니면 투기일까?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구분

개념

특징

자기가 아는 분야 혹은 알기 위해 공
투자

부를 하고 확률을 높인 분야에 돈을

예측과 대응 가능

집중해 수익을 올리는 것
투기

복권처럼 일확천금을 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돈을 맡기는 것

예측과 대응 불가능

> 투자는 철저한 분석 하에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상태에서 적
절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투기는 이러한 조건(철저한 분석, 원금
보장, 적절한 수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다.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잘 이해하지 못하
고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투기일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가 엄청
난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졌지만, 가치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철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수익을 확보하는 투자와 달리 가상화폐는
철저한 분석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기로 분류하고 있다.
36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msung_fn&logNo=2209
10131755&parentCategoryNo=&categoryNo=66&viewDate=&isShowPopular
Posts=false&from=postView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앞으로 현금
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 아직 가상화폐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현재 가
상화폐가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가상화폐는 상품
거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기에는 가치의 변동성이 커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다. 가상화폐의 불완전함이 해결되기 전에는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
&aid=0010194440&sid1=001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
&aid=0001114563&sid1=001

>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사회와 경제를 변화하게
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에는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양자암호화, 3D프린팅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
며, 블록체인은 이들을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 다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간단히 적어보자.
전개
(35분)

블록체인-AI 전문가 찾습니다…기업들 인력수급 비상 (~1:14)
https://www.youtube.com/watch?v=Pz_STbeZt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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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 인재를 찾고 있다.
: 조직은 커져가는데 인력풀은 한정적이어서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장기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SK, KT, 삼성 등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으나 실무 담
당 팀장급 구하기 어렵다.
: 블록체인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
지능 전문가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나
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
떠한 것이 있을까?
: 블록체인 교육 활성화, 블록체인 자격증 활성화 등
> 블록체인 기술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 처음에는 블록체인의 기
본적인 원리나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즉, 블
록체인 강사,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자, 블록체인 개발 인프라 개발자
등의 수요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블록체인 기술을 다
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블록체
인 응용 개발자, 블록체인 알고리즘 개발자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본다.
▶ 다음 영상을 보고 블록체인으로 앞으로 생겨날 직업은 무엇이 있
을지 생각해 보자.

블록체인으로 앞으로 5년간 생겨날 직업들
https://www.youtube.com/watch?v=xLXvk2RMhZs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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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활동1] 블록체인 관련 직업군
▶ 영상에서 제시한 블록체인 관련 직업들을 활동지에 적어보자.
1. 블록체인 개발자
2. 블록체인 애널리스트
3. 공인 블록체인 전문가
4. 블록체인 마이닝 기술자
5. 블록체인 거래 관리자
6. 블록체인 최고 책임자
그 외 암호화폐데이터 과학자, 거래 시스템 엔지니어, 풀스택
(Full-Stack)개발자, 마이닝 리더 등

> 블록체인과 관련된 직업은 크게 두 방향이 있다. 직접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서비스를 분석하고 기획하는 서비
스 기획자이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뒤 소프트
웨어 전문회사나 블록체인 개발사에 취업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애널
리스트와 같은 서비스 기획자들은 증권사나 금융기관, 마케팅 등에
종사하다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의 어떤 학과를 가야할까?
: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은 컴퓨터공학, 암호학, 물리학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전공
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 싶은 학생은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마케팅 등의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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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명

애널리스트

하는 일

관련 학과

투자분석가는 자신의 회사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

혹은 회사고객들에게 금융

제경영

및

통상학과,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

금융보험과,

금융보험

해 금융시장정보를 수집, 분

학과, 세무학과, 통계학

석한다.
데이터베이스관리자는 컴퓨

과, 회계학과

터를 사용하여 각종 데이터
데이터베이

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스 관리자

가공 및 입력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 관리, 분석하
는 일을 한다.

전기전자공학과,
공학과,

전자

정보통신공학

과, 정보통신과,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응용제

어과

> 이와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직업이 생성하는 반면, 처음에 뉴스에
서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를 투
자와 투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기사를 읽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
고 발표하도록 하자.

<감성적 체험>
[활동2] 가상화페, 투자인가 투기인가!
▶ 조별로 아래의 뉴스기사를 하나를 선택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투
자와 투기의 개념을 발표해 보자.
▶ 조별로 기사를 따로 보거나 하나의 기사를 선생님이 선택하여 동
일한 주제로 진행할 수 있다.
(기사읽기 3분, 조별 토의 10분, 조별 발표 12분)

Ÿ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달러화의 16배·美주식 대비 15배(연합뉴
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

1&aid=0010194440&sid1=001

Ÿ

훅 날아간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투기 논란 그 후(국민일
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

5&aid=000111456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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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투자 마인드(삼성증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msung_fn&logNo=2209

10131755&parentCategoryNo=&categoryNo=66&viewDate=&isShowPop
ularPosts=false&from=postView

Ÿ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 차이점은?(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918/40392447/1

Ÿ

신개념 가상화폐의 부상∙∙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115

▶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관련 직업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와
투기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았다. 현재 시중에는 수천 종의 가상화폐
가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
한 이해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투기가 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의 무분별한
투기의 유혹에서 보호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개인들
의 대출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P2P대출전문가,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
용해 기업의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업비밀보호전문
가, 기업의 내부정보를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로 저장하여 관리
하는 디지털자산관리자, 블록체인 시스템 등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
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핀테크전문가 등의 직업이 주목을 받게 될
정리

것이다.

(5분)
▶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금융과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적인 학습과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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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조를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평가
상

중

하

가상화폐의 투자와 투기에 대한 관점을 잘
파악하였는가?
자기

블록체인 관련 뉴스를 통해 진로와 직업에

평가

대한 차별성을 이해하였는가?
블록체인 관련 직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직
업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발표는 각 뉴스의 내용을 잘 요약하였고,

동료

자기 의견을 전달하였는가?

평가

적극적인 조별 토론에 참여하였고 과업 완
수를 위해 기여하였는가?

수업

블록체인 관련 직업에 따른 직업군에 대해

평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 투자와 투기 개념을 도입부에 전개에 들어가서는 블록체인의 직업
과 진로로 연결하여 가상화폐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지도상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주제에 대한 전환을 선생님이 잘 조절

유의점

해야 한다.
- 학용품 등 기기를 이용한 수업 :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재(조별 대표 선정, 시간제한 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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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참고자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투자와 투기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투자와 투기와 관련된 직업
암호알고리즘 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암호화폐 보안 개발자, 빅데이터전문가,
P2P대출전문가, 지급결제서비스기획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기업비밀보호전문가,
디지털자산관리자, 핀테크 전문가, 손실방지전문가, 가상화폐개발자, 화폐신소재개발
자
▶ 관련 자료 링크
Ÿ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달러화의 16배·美주식 대비 15배(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194440&sid1=001

Ÿ

훅 날아간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투기 논란 그 후(국민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14563&sid1=001

Ÿ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투자 마인드(삼성증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msung_fn&logNo=220910131755&parentCategoryN
o=&categoryNo=6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Ÿ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 차이점은?(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918/40392447/1

Ÿ

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K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HN_Apf81V54

Ÿ

[최은수 기자의 미래이야기]신개념 가상화폐의 부상∙∙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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