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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전문가

[중학교]

철통보안 은행 시스템

중학교
STEAM

철통보안 은행 시스템

1. 주제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모든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
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바로 보안사고 특히 개인 정보 침해입니
다. 최근 개인 정보가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대량으로 처리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제2의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아 개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한해동안 신고된
개인 정보 침해 건수는 177,736건으로 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고
된 건수는 무려 129,103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서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
번하게 일어나는 은행의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직업군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개인의 암호관리
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주제로 융합 인재 교육(STEAM)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관련된 전문가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전
문가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표-1]과 같이 3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과정
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표-1]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1

컴퓨터

상황제시

보안과 정보

◦ 은행 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직업 안내

창의적

사회의 문제

◦ 모둠 구성 및 역할에 맞는 직업군 탐색

설계

분석

2

철통 보안

창의적

시스템 설계

◦ 암호 이해, 암호 원리 파악하기

설계

(암호이해)

◦ 스키테일 암호, 에니그마

3

정보 보안의

◦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 및 정보보호 수준 점검

감성적

필요성과

◦ 커리어 패스(캐빈 미트닉, 박찬암)

체험

해결방안

◦ 활동 평가(전문가학습, 제안서 작성, 발표태도, 의사소통능력)

◦ 보안사고 사례 탐색, 정보사회의 역기능 인식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네트워크 관리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 전문가 체험활동(컴퓨터 보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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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용
으로 하는 뉴스 기사를 보고 정보사회의 문제점과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킵니
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함께할 모둠을 구성하고 은행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직업군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집니
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체험 활동(컴퓨터 보안 전문가)을 하며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패스워드)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 상황을 거꾸로 만들어 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접근을 위해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암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모든 구성원
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합니다. 방화벽과 백신 프로그램
에 대해 조사한 후 발표해 보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점검합니다. 각 모
둠별로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를 한 후 이와 관련한 커리어 패스를 함께 공유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3차시 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과 그 원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컴퓨터 보안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조직되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관련된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
- 미래 정보사회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인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 정보기술 및 기기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실생활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현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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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과목 요소
▷ 정보사회에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해 토의하기 – 네트워크의 종류와 정보 전
T(기술․가정)

달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기술이 가져다주는 정보사회의 문화에 대해
토의한다.
▷ 정보 사회의 역기능 대처 방안 토의하기 –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
생시키는 역기능에 대해 대처 방안을 토의한다.

E(정보)

▷ 정보 보호 실천 방안 알아보기 – 정보 침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정
보 보호를 위한 실천 태도를 알아본다.
▷ 정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알아보기 –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

A(사회)

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 비밀번호 경우의 수 알아보기 – 비밀번호의 자리 수와 문자의 종류에 따라

M(수학)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본다.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나의 정보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 암호 ★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을 감추거나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정보를 약속된 사람 이외의 인물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이 암호입니다.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철통보안 은행에서도 암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장의 계좌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의 여러 가지 암호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암호가 포함
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유출된 정보를 제3자가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하면 해석이 어려운 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속에 등장하는 암호들을 파헤쳐보면서 약속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암호들을 만들어봅시다.

-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와 다양한 형태의 보안관련 사고들을 살펴보면서 정보보안의 심각성
을 인식한다.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며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중의
하나인 암호(패스워드)에 대해서 알고 주어진 상황을 이해한다.

○ 창의적 설계
-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은행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직업군들에 대
해서 살펴본 후, 문제해결을 함께할 모둠을 구성하고 직접 활동하게 될 전문가 집단에 대해
모둠별로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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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하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관련된 활동을 체험한다.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한 후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 컴퓨터 보안 설정 및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서 전문가 학습활동을
합니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비밀번호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 후 비밀번호가 뚫릴 수 있는 경
우의 수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설의 해커 캐빈 미트닉, 컴퓨터보안 전문가 박
찬암의 커리어 패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활동에 대해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7

5. 지도안 총괄표
과목

정보, 기술

총차시

3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2.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단원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기술
[사회]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교육과정

[수학] 4. 확률과 통계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정보_정보과학과 정보윤리 ]
정보 사회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 전파,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처하
여 올바른 정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정보_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 체제의 원리와 기능,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해 정보기기
를 직접 다루고 조작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기술․가정_정보와 통신기술 ]
우리 생활 속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세계를 탐색하고, 정보 미디어 및 정보통신의 원리와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사회_현대사회와 사회문제 ]
사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탐구
한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수학_확률과 통계 ]
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1.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과 그 원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컴퓨터 보안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3.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조직되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 금융 보안사고 사례 제시
‣교사용 1차시
관련
기사
및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정보
사회
역기능
컴퓨터 보안과
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정보사회의
문제점 분석
(15분)
(1/3차시)

ⓔ 상황제시 - 암호

‣모둠별로 학생들이 직접 휴대폰을
- 암호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다.
이용해 QR코들로 자료들을 검색하고
- 암호가 사용되는 곳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한다.
-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의 안전성 여부와 그 이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한다.
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한다.

<창의적 설계> ⓔ 모둠 구성 및 역할 선택
관련 전문가
활동 안내,

‣교사용 1차시

- 모둠을 구성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 직업군을 탐색하고,
전문가의 특징과 직업 사례를 조사한다.

모둠 구성
(10분)
(1/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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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정보 보안
전문가 체험

‣교사용 1차시

<컴퓨터보안 전문가>
- 스키테일 암호 원리 이해하기

(20분)
(1/3차시)

ⓣⓔ 팀별 의사소통하기
-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창의적 설계> ⓣⓔⓜ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정보 보안

<컴퓨터보안 전문가>

전문가 체험

- 에니그마 이해하기

‣교사용 2차시

(45분)
(2/3차시)

ⓣⓔ 팀별 의사소통하기
- 암호문을 이용하여 다른 팀원에게 메시지 보내기

<창의적 설계> ⓣⓔⓜ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컴퓨터보안
전문가 체험
(15분)

‣교사용 3차시

<컴퓨터보안 전문가>
- 내 컴퓨터의 보안 설정 점검
- 백신 프로그램 탐색 및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3/3차시)
<감성적 체험> ⓣⓜ 정보보호 수준 점검과 비밀번호 체험하기
결과물 발표,
커리어패스
제공 및 활동

-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 비밀번호와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해본다.
- 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한다.

평가
(30분)
(3/3차시)

ⓔ 커리어패스 제공하기
- 전설의 해커 케빈 미트닉과 컴퓨터보안 전문가 박찬
암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 활동 정리
-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실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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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3차시

6.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해결방안
및 계획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적
체험

창의성

우수(A)
은행 보안 시스템에 필요
한 기능 요소들을 정확하
고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정확하게 해결
함
발표 자료에 모든 내용
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
음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
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
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
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
남

보통(B)

미흡(C)

은행 보안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도출하였으
나, 상관관계가 부족함

은행 보안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일부 누락시킴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들
을 모두 해결하였으나, 일
부 과정이 잘못됨
발표 자료에 구성요소는 모
두 있으나, 전체적인 조화
가 부족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들
중 일부를 해결하지 못함
발표 자료에 일부 구성 요소
가 누락되어 있음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
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
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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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총평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창의적 설계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감성적 체험
산출물
도출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총평
창의성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다른 팀의 보고서 작성 평가
보고서 발표 모둠: ____________
번호

모둠 구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모둠 구성원이 맡은 역할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5 – 4 – 3 – 2 – 1

2

암호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해결했다.

5 – 4 – 3 – 2 – 1

3

전문가 학습 과정에 관련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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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학습 활동 평가 – 모둠 구성원
___학년 ___반 ___번호 이름: _____

일시 : ____년 ___월 ___일

장소 : ________

관찰자 : ______

관찰내용

특이사항

◇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번호

해당 학생 이름을

관찰 항목

쓰시오.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이유:

모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이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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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철통보안 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철통보안 은행 만들기의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철통보안 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발표물 작성(협업보고서)에 적극 참여하였

3

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정보 보안 시스템 전문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정보 보안 시스템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3

정보 보안 시스템 전문가 발표물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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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교사용 지도자료 - 1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정보 (1-3.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기술․가정 (1-2. 정보의 윤리적 활용, 9. 정보와 통신기술)
사회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차시

강의, 발표, 토의

1/3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정보 과학 기술의 개인적, 사회적 활용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소양, 태

융합
요소

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현대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정보사회에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경험해봄으로써 정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춰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

수업 자료 및

소요

유의점

시간

교과서,
활동지

15분

교과서,
활동지

10분

교과서,
활동지

20분

○ 금융 보안사고 사례제시 ⓣ
- 관련 기사 및 통계 자료 제시
상황
제시

○ 상황제시 - 암호 ⓔ
- 암호 관련 영상 시청
- 암호 사용의 예 발표
- 자신의 암호 안전성 여부 판단
○ 금융 보안 시스템 설계를 위한 직업군 구성 ⓔ

창의적
설계

- 전문가 직업군 탐색
-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네트워크 관리자, 컴퓨터보안 전문가
- 관련 전문가 특징 및 사례 조사
○ 컴퓨터 보안 전문가 ⓣ ⓔ ⓜ

창의적
설계

- 스키테일 암호 해독 및 원리 이해하기
○ 팀별 의사소통 ⓣ ⓔ
- 암호해독을 위한 팀별 아이디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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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상황 제시
금융 보안 사고 사례 제시

1) 카드 3사(농협, 롯데, 국민) 정보 대량 유출 자료 및 기사 제시
[사건 개요]
2013년 6월 경 KCB 신용평가사 직원 한 명이 카드사로 파견을 나가 주요 카드사 (국민,
롯데, 농협)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정보를 넘겼다.
하지만 카드사는 7개월동안 인지를 못하였다가 2014년 1월에 검찰의 발표로 알려지게 되
었다. 그리고 KCB 신용평가사 직원과 정보를 구입한 대출광고업자를 검찰에 구속 기소하
고 정보를 구입한 대출모집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해와 후속조치]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 KB국민카드 : 5,300만 건 유출, 롯데카드 : 2,600만 건 유출
- NH농협카드 : 2,500만 건 유출, 중복을 제외한 피해 고객 수 : 2,000만 명
NH농협카드 분사장, KB국민카드 사장, 롯데카드 사장 등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표,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는 2014년 2월 17일부터 그 해 5월 16일까지 부분 영업
정지 처분
[출처 – 위키백과]

[동영상] 카드사 정보 유출... 비밀번호 뻬고 다 털려
[출처 - MBN 뉴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62249]

2) 대한민국 정보보안 사고 목록 제시
시기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4년 1월
2014년 3월
2014년 3월
2014년 3월

기관
MBC, KBS, 신한은행, 농협 등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민족문제연구소
새누리당, 군장병, 청와대,
주한미군
KB국민은행, 롯데카드,
NH농협은행
KT
SKT, LG U+ 등
국토교통부

유형
전산망 마비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피해규모

관련문서
3·20 전산 대란

13만명
912명

개인정보유출

294만명

6·25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

2,000만명

2014년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
출 사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1,200만명
1,230만명
2,000만명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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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 사기 주요 발생 현황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등 고객 대상 보안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
융기관 등의 사이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고객들에게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돈을
빼내는 파밍 공격, 가짜 은행 뱅킹 앱을 만들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정보를 빼내는 모바
일 해킹, 진짜 은행 사이트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정보를 빼내는 메모리 해킹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금융 보안사기는 지난 2013년 한해 동안에만 4만 건에 육박하는 등 고객 피
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IT강국이라 불리며 인터넷 및 모바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는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3년 전자금융 사기 주요 발생 현황>
유형
메신져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주요내용
타인 메신저 아이디 도용 로그인, 지인에게 메시지
보내 금전 요구
악성코드 링크를 문자메세지로 보내 개인정보 탈취,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PC악성코드를 설치, 정상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사기
사이트로 접속 유도
PC메모리의 데이터를 위변조, 입금계좌와 이체금액
을 조작해 금전 탈취

피해건수

피해금액

(건)

(억원)

282

4.6

163백만원

28,249

54.5

19백만원

2,883

148.4

515백만원

426

25.7

603백만원

건당피해

(자료 : 경찰청)

생각해보기
1.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전자금융 사기 유형 및 주요 내용, 정보보안 사고 목록등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자신에
게 돌아올 피해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2. 정보 보안을 위해 내가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컴퓨터의 암호 설정, 휴대전화의 패턴 설정,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말하지 않기, 회원가입 할
때 약관 및 정보제공 동의서 꼼꼼히 살피기, 아이핀 및 마이핀 사용하기 등 학생들이 실제적
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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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 나의 정보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 암호 ★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을 감추거나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정보를 약속된 사람 이외의 인물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이 암호입니다.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철통보안 은행에서도 암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장의 계좌
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의 여러 가지 암호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암호가
포함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모르
는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으로 유출된 비밀
번호, 계좌번호, 보안코드가 모두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
떻게 될까요?
역사속에 등장하는 암호들을 파헤쳐보면서 약속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
는 암호들을 만들어봅시다.

1) 역사 속에서 암호가 사용된 곳을 동영상으로 시청한다.

▷ 동영상 : 이순신 승리

▷ 동영상 : 비밀의 암호

비결은 암호체계

(유투브)

2)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암호를 사용하고 있나요?
철통보안 은행의 핵심 기술 분야 전문가 중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 대해 체험하는 단계이다.
일상 생활의 많은 곳에서 암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은 어떤 곳에서 암호를 사
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암호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암호가 사용되는 곳 – 예시>
학교 사물함의 자물쇠와 열쇠, 공인인증서의 암호, 이메일 ID와 패스워드, 현관도어락(번호키),
휴대전화의 잠금화면 패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 등

3)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들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사용 중인 암호들이 안전하
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들의 규칙을 발표하게 한다. 암호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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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역할 선택을 위한 직업군 제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
[지식, 성격, 흥미, 업무수행능력]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
통신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전산공학과, 전자계산과, 컴퓨터정보처리학
과 등이 있다.
[관련자격]
국가기술자격으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
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의 자격이 있다. 외국자
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CP, MCSE, 리눅스의 LPIC, 오라클의 OCP 등이 있으며, 업
계에서는 채용 시 관련자격 취득자를 우대한다.
[진출분야]
SI(시스템통합)업체, IT컨설팅관련업체, 소프트웨어업체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관련업체에
서는 분석업무에 시스템분석가(System Analyst)를 요구하고, 설계업무에 시스템설계가
(System Designer)를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 업무 모두 가능한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다.
SI(시스템통합)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공공, 교육, 제조, 금융, 의류 등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이 활동하게 된다. 보통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의뢰한 기업체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프로젝트매니저로 승진하거나 IT컨설턴트로 전직할 수
있다.
[출처 – 직업 정보서] http://www.work.go.kr
직업 관련 동영상 [출처 – 한국고용전문원 진로교육센터] http://www.jobvid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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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자]
[지식, 성격, 흥미, 업무수행능력]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전기정보통
신공학과 등이 있다.
[관련자격]
국가기술자격으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의 자격이 있고 공인민간자격으로는 네트워크관리사가 있다. 외국
자격으로는 MCSE, CCNA, CCNP, CCIE, SCNA 등이 있다.
[진출분야]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는 주로 SI(시스템통합)업체, 유무선통신서비스업체, 네트워
크 장비업체,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기업체 전산실 등에서 근무한다. 업체에서는 대
부분 관련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용하며 관련 분야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다. 네트워크시스
템 분석가 및 개발자는 네트워크프로그래머나 네트워크운영관리자가 되기도 한다.
[출처 – 직업 정보서] http://www.work.go.kr
직업 관련 동영상 [출처 – 한국고용전문원 진로교육센터] http://www.jobvid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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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보안 전문가]
[지식, 성격, 흥미, 업무수행능력]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정보보호학과, 전산정보보호학과, 정보보안공학과, 정보보안해킹과, 사
이버경찰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등이
있다.
[관련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SIS(정보보호전문가)를 비롯해 외국자격으로 ISACA의 CISA(국제공인정보
시스템감사사), ISC2의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등의 자격이 있으며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이 외에도 CCNA, CCNP, LPIC, SCSA, SIS 등의 자격도 취득하면 도움이
된다.
[진출분야]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 바이러스백신개발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보안시스템개발
업체, 금융기관, 기업체의 정보보호부서, 정부기관, 사이버수사대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
[출처 – 직업 정보서] http://www.work.go.kr
직업 관련 동영상 [출처 – 한국고용전문원 진로교육센터] http://www.jobvid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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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안전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보안 강화 방안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
[OTP(One Time Password)사용]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
식.OTP(일회용 패스워드, One Time Password)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
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으로, 로그인 할
때마다 일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해서 사용됨으로 발생하는 보안상
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로 금융권에서 온라인 뱅킹(Online banking) 등의 전자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며, 사용자
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하드웨어인 OTP 생성기(OTP token)를 이용한다. 별도의
OTP 생성기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전자 금융 거래를 제외한 인터넷 등의 광
범위한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OTP 생성기는 버튼을 누르면 6자리의
패스워드가 나오는 방식, 매 1분마다 자동으로 서로 다른 6자리의 패스워드가 나오는 시간동
기 방식, 키패드에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6자리 패스워드를 보여주는 방식 등이 있다.
형태로는 소형 단말기 모양의 토큰형과 신용카드 모양의 카드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폰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OTP(MOTP)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OTP [One Time Password] (두산백과)
[오픈뱅킹서비스 구현]
윈도우 IE에서만 가능했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액티브 X의 설치 없이도 다른 웹 브라우저 에서도 인터넷뱅킹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네트워크 전문가]
- 서버 및 은행 홈페이지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접근을 막는다.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한다.
- 컴퓨터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해 외부로부터 침입을 차단한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
-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체크하고 치료한다.
-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한다.
- 의심가는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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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동 : 컴퓨터 보안 전문가

전문가 활동 단계에서는 다음의 2가지를 체험한다.
1) 암호 이해하기
- 암호의 정의, 역사, 최초의 암호(카이사르 암호)
2) “만약 암호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암호를 모른다면?”
- 스키테일(Scytale) 암호, 에니그마(Enigma)

암호 이해하기
암호(Cryptography)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비밀(Hidden)이라는
뜻을 가진 Cryptos로 알려져 있다. 암호는 통신문의 내용을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는 글자·숫자·부호
등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그 역사는 이집트 나일강변에 있는 미네 쿠프란 마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4000여 년 전 한 문필가가 통치자의 일생을 기록하기 위해 석판에 상형문자를 남긴게 암호의 시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서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중세 이후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암호를 이용하기도 했다.
최초로 근대적인 암호화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Julius Caesar로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카이사르로 알려진 로마의 황제이다. 흔히 카이사르(Caesar)암호화라 불리는 방식을 통해 통신에 이용
하였고, 이런 암호학은 전쟁과 함께 더욱 발전하게 된다.
초기의 암호는 메시지 보안에 초점에 맞추어져 군사 또는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의 암
호는 정보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정보의 변조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암호 기술이 제안되고 있어 우리의 일상에서 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
야가 되었다.
암호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면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
드는 것을 암호화라고 하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라고 한다.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일반적
으로 키(key)를 이용한다.
평문은 암호문이 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평문이 암호화된 후의 상태를 암호문이라 한다. 이때
암호문을 만들거나 푸는 열쇠를 키(key)라고 한다.

참고자료 : 카이사르 암호(Caesar cipher)
카이사르 암호(Caesar cipher) 또는 시저 암호는 암호학에서 다루는
간단한 치환암호의 일종이다. 암호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파벳별로 일
정한 거리만큼 밀어서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글자씩 밀어내는 카이사르 암호로 'COME TO ROME'을 암호화하면
'FRPH WR URPH'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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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암호의 원리 알아보기 1 – 스키테일 암호
- 지도의 주안점
- 암호문이 적힌 종이는 <부록1-1>을 사용합니다.
- 원통은 둘레가 12㎝인 것을 사용합니다.(체육시간에 사용하는 바통 이용)
- 원통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학생들에게 둘레가 12㎝가 되도록 종이를 이용하여 원통을 만
들어서 사용할 것을 제시합니다. <부록1-2>

- 준비물 : 암호문이 적힌 종이, 가위, 풀(테이프), 원통(둘레12㎝)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으려면 조원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메시지 내용과 주어진 물건들을 이용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도구를 사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요?
<선생님이 제시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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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나요?>
정답 : 선생님 옆에서 웃어요.
1) 메시지를 가로로 자릅니다.
2) 파란색 부분을 풀칠하여 메시지들을 순서대로 붙입니다.
3) 주어진 원통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감으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어있나요?>
첫 번째 칸에 있는 단어를 시작으로 10칸씩 띄어진 곳에 위치한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암
호를 해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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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스키테일(Scytale) 암호

원형 막대의 굵기에 맞춰 긴 종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글을 적어서 암호화하는 것을 스키테
일 암호라고 한다. 평범한 일정한 너비의 종이테이프를 원통(막대)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감
아, 테이프 위에 세로쓰기로 통신문을 기입하는 방식이며, 테이프를 풀어 보아서는 내용을 전
혀 판독할 수 없으나, 통신문을 기록할 때 사용한 것과 생김새가 같고 동일한 지름을 가진 원
통에 감아보면 내용을 읽을 수 있게 고안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약 2,500년 그
리스 지역의 옛 나라인 스파르타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있는 군대
에 비밀메시지를 전할 때 암호를 사용했다. 이들의 암호는 세월
이 흐른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민간인도 금세 알아차릴수 있
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아무나 쉽게

[사진 : 위키백과]

암호문을 열어 볼수 없는, 아주 교묘하고도 획기적인 방법이었
다. 이때 사용한 암호화방법은 스키테일(Scytale)암호라 하고 당시의 전쟁터에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암호화하였다.

1) 전쟁터에 나갈 군대와 본국에 남아있는 정부는 각자, 스키테일(Scytale)이라고 하는 굵
기의 원통형 막대기를 나누어 갖는다.
2) 비밀리에 보내야 할 메시지가 생기면, 본국 정부의 암호 담당자는 스키테일에 가느다란
양피지 리본을 위에서 아래로 감은 다음 옆으로 메시지를 적는다.
3) 리본을 풀어내어 펼치면 메시지의 내용은 아무나 읽을 수 없게 된다.
4) 전쟁터에 나가있는 오로지 같은 굵기의 원통막대기를 가진 사람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사실상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암호로 기원전 450년 경 그리스인들이 고안해 낸 암호이다. 당
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제독이나 장군을 다른 지역에 파견할 때 길이와 굵기가 같은 2개
의 나무봉을 만들어 하나는 본부에 두었고 나머지 하나는 파견인에게 주었다. 이 나무봉에 종
이테이프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감아올린 뒤 그 위에 가로로 글씨를 쓴다. 테이프를 풀어 세
로로 길게 늘어선 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수 없다. 하지만 풀어진 테이프의 해독을
위해 같은 크기의 나무봉에 감아 가로로 글을 읽으면 비로소 내용이 드러난다.
이 나무봉을 스키테일(scytale)이라 불렀기 때문에 ‘스키테일 암호’라 부른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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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2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융합
요소

수업
단계

정보 (1-3.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기술․가정 (9. 정보와 통신기술)

차시

토의, 협동학습

2/3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조직되는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다.

ⓣ: 정보의 침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관련된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

수업 자료 및

소요

유의점

시간

교과서,
활동지

45분

○ 컴퓨터 보안 전문가 ⓣ ⓔ ⓜ
- 에니그마 유래 이해하기
창의적
설계

- 에니그마와 콜로서스 암호 이해하기
○ 팀별 의사소통 ⓣ ⓔ
- 에니그마 암호로 다른 팀에게 비밀 메시지 전달하기
- 암호문 해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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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활동 : 컴퓨터 보안 전문가
암호의 원리 알아보기 2 - 에니그마

- 지도의 주안점
- <부록2-1>을 색지에 인쇄합니다.
- <부록2-2>를 흰 종이에 인쇄하고 테두리에 맞게 잘라내게 합니다.
- 흰 종이를 색지에 붙일때는 가장자리를 잘 맞추어 붙이게 합니다.
- 사다리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게 합니다.
- 편지를 받은 사람은 색지에 있는 암호표를 먼저 완성하고 암호를 해독하게 합니다.

- 준비물 : <부록2> 인쇄물, 풀, 가위, 리본

친구들과 무작위 의사결정을 위해 사다리 게임을 해보았을 겁니다. 에니그마의 원리는 사다리 타기 게
임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시된 순서대로 친구에게 비밀 편지를 전달해 보겠습
니다.
1) 부록2-2에 제시된 종이를 암호를 만드는 곳에 사용합니다.
2) 흰색 종이에 원하는 만큼 가로로 선을 그어 사다리를 완성합니다.
이때 사다리를 너무 복잡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완성된 사다리 모양은 비밀키가 됩니다.
3) 친구에게 전할 메시지를 암호문으로 만듭니다.
4) 암호문과 비밀키를 오려 동그랗게 말아 리본으로 묶은 후 친구에게 전달해 줍니다.
5) 암호문을 전달 받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지<부록2-1>에 잘 붙인 후 암호를 해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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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에니그마(Enigma)와 콜로서스(Colossus)
1. 에니그마(Enigma)
에니그마(Enigma)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독일의 엔지니어인 아르투어 세르비우스
(Arthur Scherbius)가 발명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다가 이후 군
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를 만드는 기계인 에니그마를 활용했
다. 에니그마는 평이한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 글자 배열로 바꾸어
2200만 개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내는 암호 생성기로 나치의 암호 생산
을 담당했다. 또한 에니그마는 전자기계식 암호 기계로서 비밀 메시지
를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된 메시지를 푸는 데 이용되는데, 독일 육군,
해군, 공군, 철도 등 여러 곳에서 만든 다양한 모델이 있었다. 전달할
문서가 타이핑되어 에니그마를 통과하면서 암호화되면 에니그마 없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에니그마
(출처 : 구글이미지)

커다란 타자기처럼 생긴 이 기계는 자판으로 알파벳을 치면 복잡하고 난해한 형태로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펀칭된 것을 읽어서 해독하는 암호풀이 기계가 에니그마다. 타자기 윗부분의
다양한 위치 조정 다이얼(rotors)이나 내부 배선을 조작해 더욱 복잡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
었다. 그래서 에니그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이얼의 위치와 내부 배선상태를 모르면 암호
해독을 할 수 없었다.
2. 콜로서스(Colossus)
영국은 독일군의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서 콜러서스
(Colossus)라는 기계를 개발했다. 영국의 블레츨리 파크는 지식인들의 집단 캠프로 독일의 에
니그마에 대항할 수 있는 숫자와 암호판독을 위한 인적 자원을 결집하고 있었다. 앨런 튜링
(Alan Turing), 토미 플라워스(Tommy Flowers) 등 영국 전산학의 선구자들이 콜로서스를
만들기 위해 판독장치 제어, 불 연산자 테스트 등의 개념을 만들고 있었다. 한때 1만 명 가까
운 인력이 블레츨리 파크에서 일했다. 여기에 모인 과학자들은 암호에서 드러나는 통계적 규
칙을 찾아내고 암호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콜로서스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콜로서스는 토미 플라워스가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다. 콜로
서스는 다양한 문자나 숫자의 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에 맞게 분석해서 풀어내는 암호
해독용 컴퓨터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암호를 풀어내려면 현대
식 컴퓨터의 원리를 도입해야 했다. 10여 대의 콜로서스가 종전까지 운영되었으나 전쟁 후에
이 기계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폐기되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콜로서스와 설계도는 모두 파기
되었으나 초기 컴퓨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원으로 2007년에 복제물이 만들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에니그마와 콜러서스 (컴퓨터 역사,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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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3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1-3.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사회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수학 (4. 경우의 수)

차시

강의, 토의, 발표

3/3

학습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목표

자신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 정보의 침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융합

ⓐ: 현대사회의 사회문제(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문제

요소

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비밀번호의 문자 구성과 자릿수에 따라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확률)를
구할 수 있다.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창의적
설계

○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 내 컴퓨터의 보안 설정 점검
- 백신 프로그램 검색 및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하기

수업 자료 및

소요

유의점

시간

교과서,
활동지

15분

교과서,
활동지

20분

교과서,
활동지

10분

○ 정보보호와 비밀번호 ⓣ ⓐ ⓜ
감성적
체험

-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
- 비밀번호와 경우의 수
- 나의 정보보호 수준 점검

○ 커리어패스
감성적
체험

- 전설의 해커: 케빈 미트닉
- 컴퓨터보안 전문가: 박찬암
○ 활동 내용 정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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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보안설정 – 방화벽을 사용한 컴퓨터 보호방법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방화벽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확인한 다음 방화벽 설정에 따라 이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이다. 방화벽은 해커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예: 웜)가 네트워크나 인
터넷을 통해 사용자 컴퓨터에 액세스하지 못하
도록 방지한다. 또한 사용자 컴퓨터에서 다른 컴
퓨터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지 못하도록 방
지할 수 있다.
<방화벽이 작동하는 방식>
출처 : 윈도우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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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 실시간 검사/ 빠른 검사로 바이러스, 웜 등 악성코드 진단 및 치료
V3 Lite

- ASD 클라우드 진단을 통한 신•변종 악성코드 검사
- 의심스로운 웹 사이트 접속차단 등 웹 보안 기능
- PC최적화
- 시스템에 즉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자주 감염되는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

알약

- 사용자의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사
전에 차단/처리
- 외부에서 알약 프로그램 자체를 공격할 경우 알약을 스스로 보호
- PC최적화 및 악성코드 감염 의심 알림
- 실시간 감시 및 DB업데이트

네이버백신

- 안티 루트킷 기술로 숨겨진 악성코드까지 검사/치료 가능
- PC 및 시스템 최적화
- 국내 백신들 보다 보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Avast
(어베스트)

-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됨
- 방화벽이나 보안시스템에 상관없이 원격지원 가능
- 용량이 크고 검사시간이 길다
- SONAR 기술과 실시간 24x7 위협 요소 모니터링 서비스로 PC에서 의심스러운 동작

Norton
AntiVirus

과 위협 요소를 신속하게 탐지.
- 사이버 범죄자가 아직 구현하지 않은 미래의 온라인 위협 요소까지 차단
- 브라우저 보호 기능으로 사용자 모르게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PC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위험한 웹 사이트도 차단
- 외부 네트워크 상에서 PC를 완전히 감추어 해킹침입으로부터 안전

nProtect

- 사용자가 허락한 접속만을 허용하여 외부 위협의 노출이 적음

AVS 3.0

- 실시간으로 Traffic 현황을 파악하여 비정상적인 Traffic을 유발하는 원인을 빠르게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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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 수준 점검
비밀번호 관리 및 비밀번호 확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알아본다.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과 안전한 비밀번호를 활동지를 통해 작성한다.
- 동영상: KBS 차정인기사의 T-time 78회 (2014.01.28.)
- 비밀번호 안전검사 사이트: https://howsecureismypassword.net/

해커의 기습!? 내 소중한 비밀번호를 지켜라!!
당신은 수많은 포털 사이트와 쇼핑몰 혹은 경품을 받기 위해 난생 처음 보는 사이트에 가
입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동
일하진 않으신가요? 가입하며 입력한 비밀번호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해커는 당신의 비밀번호를 뚫기 위해 당신의 생일, 전화번
호 등 개인 정보를 모두 활용해 비밀번호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억 없으신가
요? 친구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뚫기 위해 0000~9999까지 입력하며 생일과 1004, 7942,
2580 등의 일반적인 것을 먼저 눌렀던 기억 말이에요. 모두 틀리더라도 시간만 있다면 언젠
간 비밀번호를 뚫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해커가 일일이 한 자 씩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몇 초마다
한 번씩 대입해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수집되도록 한답니다.
- 위키트리: 생활/정보 201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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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밀번호란]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의미한다.
: 3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구성으로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열 또는 2가지 종류 이
상의 문자구성으로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열
[ 비밀번호 안전성 확인하기]
1. 특정한 패턴을 갖는 비밀번호
예) 동일한 문자 반복, 키보드 상에서 연속한 위치에 존재하는 문자들의 집합
2.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비밀번호
예) 가족이름, 생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것
3. 사용자 ID를 이용한 비밀번호
예) ID와 비밀번호가 동일 또는 ID 뒤에 간단하게 숫자 넣기
4. 한글, 영어, 등을 포함한 사전적 단어로 구성된 비밀번호
예) love23, 천사1004
5.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단어를 포함한 비밀번호
예) 컴퓨터 용어나 연예인 등의 이름을 포함한 것
6. 숫자와 영문자를 비슷한 문자로 치환한 형태를 포함한 구성의 비밀번호
예) 영문자 ‘O’를 숫자 ‘0’으로, 영문자 ‘I’를 숫자 ‘1’로 치환
7. 기타
예) 시스템에서 초기에 설정되어 있거나 예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
[비밀번호 보안 지침]
1. 사용자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초기 비밀번호가 시스템에 의해 할당되는 경우, 사용자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비밀번호
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3.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권장하는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3개월이
다.
4. 제3자에게 자신의 비밀번호와 관련된 정보 및 힌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5.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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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밀번호 생성하기]
1.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하기
예) 한글 자판을 기준으로 특정명칭을 선택하고 가공하여 설정
2. 예측이 어려운 문자의 구성으로 비밀번호 설정하기
예)영문자(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구성
3. 사이트별 상이한 비밀번호로 설정하기
예) 자신의 기본 패스워드 문자열을 설정하고 사이트별로 특정 규칙을 적용
[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가이드’]

비밀번호를 뚫을 수 있는 확률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경우의 수(확률)를 구해본다.
경우

확률
0000 ~ 9999 까지 총 10,000개 중 1개임.

숫자 4자리인 경우

비밀번호 한 자리 당 0부터 9까지 숫자 10개 중 한 개가 선
택되면 모두 4자리이므로
10 × 10 × 10 × 10 = 10,000
영어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가지로 구성되며, 대문자와 소
문자로 구분된다.

영어 + 숫자 4자리인 경우

따라서 비밀번호 한 자리 당 영어 대문자 26개, 영어 소문자
26개, 숫자 10개 총 62개 중 한 개가 선택된다.
62 × 62 × 62 × 62 = 14,776,336
특수문자는 키보드 상에 있는 것으로 문자로 약 30가지 정
도 사용할 수 있다.

영어 + 숫자 + 특수문자

따라서 비밀번호 한 자리 당 영어 대문자 26개, 영어 소문자

8자리인 경우

26개, 숫자 10개, 특수문자 30개 총 92개 중 한 개가 선택
된다.
928 = 5,132,188,731,3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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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보보호 수준 점검하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합니다. 각 항목별로 자신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출처: ㈜금성출판사 중학교 정보 교과서)

항목

체크

1)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여러 사이트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5)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한다.

그렇다

아니다

6)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7) P2P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유 폴더 관리에 주의한다.

그렇다

아니다

2) 패스워드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만든다.
3)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문서, 메일 등의 정보는 최대한 빨리 삭제한다.
4)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내가 필요한 목적 하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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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리어 패스 소개

[인물소개: 캐빈 미트닉]
케빈 미트닉은 미국 출신의 유명한 해커이다. 체포될 때까지 Condor라는 별명으로 잘 알
려져 있었으며, 미국 국방성 펜타곤과 국가안보국의 전산망에 여러 차례 침투한 것으로 유명
하다. 기업체 중에는 모토로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NEC 등이 그에게 해킹 당했다. 1995년
2월 15일 FBI에게 체포되었으며, 미국의 항공 핵 방위 시스템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등 보안이 가장 철저한 몇 개의 시스템에 침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해킹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해커 중 한사람이다. 미연방 수사국 FBI에서
그를 연구 리스트에 오른 최초의 해커로서 해킹이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그가 복역하는 이유는 오직 해킹이었고, 출옥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해킹이었다.
지난 1981년 17살부터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고교시절
내내 그는 교내 시스템에 침투, 성적표 변조를 했다. 이후 미 공군 주요 정보 시스템에 침투
해 성공하면서, 코스모스 시스템, 퍼시픽 벨, 마이크로포트 시스템과 디지털 장비 회사인
DEC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해킹하기에 이른다. 1989년 DEC의 일급 기밀 정보 해킹을 시도하
다가 적발되어 1년간 감옥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 92년 모토로라, 썬마이크로시스템
즈, 노벨, NFC 등의 컴퓨터 전산망에 침투, 네트워크를 교란 시키고 이들 회사의 소프트웨어
를 훔친 협의로 미 연방 수사국의 3년에 걸친 추적 끝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1995년 체포된
다. 그는 보호감찰관의 전화회선이 갑자기 불통된다거나, 전화국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그의
범죄기록이 법정 전산시스템에서 사라져버리는 등 신출귀몰한 수법을 발휘했다.
최근 케빈 미트닉은 ‘속임수의 기술’이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였으며, 인터넷의 자유 정보 공
유를 한껏 주장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직업은 기업들의 보안 컨설팅 직
을 맡고 있다.
[출처: Beyond Promise 4월호 ]
■ 신문 기사 : 주간매일 [역사 속의 인물] 전설의 해커 케빈 미트닉 –2013.02.15.
연합뉴스 "에콰도르 대선 철통보안"…'美전설의 해커' 미트닉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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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박찬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5년 당시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에는 고교생 해킹 보안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
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데프콘 CTF 해킹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제 4회 Corea Hacking Challenge, KAIST vs Postech Science War 해킹대회 등
의 운영과 문제출제를 맡은 바 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 상의 심각한 취약성에 대한 보안 패
치를 발표하는 등 공익을 위한 보안에도 기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코드게이트 국제보안컨퍼런스에서 일
부 세션을 진행 한 것을 포함하여, KISA 해킹방어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2009
년에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에 CParK 이라는 팀으로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같은 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Hack In The Box 컨퍼런스의 최대 관심사였
던 세계 해킹대회(Capture The Flag)에서 KOREA 팀으로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신문 기사 : 한국일보 박찬암 "해킹에 맞서려면 '적극적 보안' 인식이 급선무" –2011.08.25.
데일리시큐 뉴스 토픽 [차세대 리더] 박찬암 소프트포럼 팀장 -2011.10.19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화이트해커 박찬암 “후이즈팀? 교란 목적 속임수” –
2013.03.21.
■동영상 : [데일리시큐 TV] 고려대 이희조 교수, 라온시큐어 박찬암 팀장의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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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전문가

[중학교]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모전

중학교
STEAM

온라인 쇼핑몰 공모전 프로젝트

1. 주제 개요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쇼핑 이용 인구의 확대, 소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품의 품목의 다양
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쇼핑을
주제로 중학생들에게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보는 활동을 통해 정보 관련 직업을 안내하
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쇼핑몰 구축(제작)을 주제로 융합 인
재 교육(STEAM)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직업을 체험하고 나아가 자신의 진
로를 계획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1]과 같이 상황제시, 창의
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과정으로 3차시를 구성하였습니다.
[표-1]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1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2
창의적
설계

학습주제
현대사회
시장경제
변화와
온라인
쇼핑몰 이해
온라인

◦ 온라인 쇼핑몰 이해(사례, 관련 이슈)
◦ 모둠 구성 및 역할 정하기
(전문가 직업군 탐색, 관련 사례 조사)
◦ 모둠별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기획
◦ 전문가 체험활동(그래픽디자이너)

쇼핑몰

◦ 쇼핑몰 디자인 (UI 디자인, 로고 및 상품 디자인)

구축(제작)

◦ 모둠별 페이퍼 프로토타입 만들기

3

온라인

감성적

쇼핑몰

체험

학습내용

발표

◦ 모둠별 결과물 발표 및 질의응답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 및 질의 응답)
◦ 커리어 패스 (마크 허드)
◦ 활동 평가 (전문가 학습, 모둠활동, 자기활동)

상황 제시 단계에서는 온라인 창업에 꿈을 키우는 10대 쇼핑몰 CEO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소
개합니다. 재능과 개성 있는 미래의 온라인 쇼핑몰 CEO을 선발하기 위해 쇼핑몰 플랫폼을 제
공하는 OO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모전 발표되고 학생들은 공모전에 참여합니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과 관련한 그래픽디자이너 체험 활동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디자인 및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의 광고 및 홍보 베너 등을 디자인 한
후 결과물을 가지고 가상의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봅니다.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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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
기 조성과 함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제작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계획서 및 페이
퍼 프로토타입을 발표하며 상호 평가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모둠에서 의미 있는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를 한 후 이와 관련
한 커리어 패스를 함께 공유하고 웹 구축(제작) 관련 직종의 가상 인터뷰 기사 작성하는 것으
로 3차시 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온라인 시장 경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구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을 위해 조직되는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현대사회의 시장경제의 불황을 해결하고 관련된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
- 웹 사이트의 개발과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및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가상의 쇼핑몰을 설계할 수 있다.
- 모둠원 간의 의사결정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T(기술․가정)

E(정보)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관련 직업 체험 및 알아보기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기초 원리 이해와 관련된 직업 세계 탐색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하기 – 정보 기술의 활용 및 표현할 수
있다.

▷ 정보사회 온라인 시장 알아보기 - 컴퓨터의 발달에 따른 인간생활(시
A(사회, 국어,
미술)

장경제)의 변화를 알아본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 관련 계획서를 기획의도와 절차가 드러나게 작성하기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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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OO회사 ‘미래의 온라인 쇼핑몰 CEO을 찾아서’ 공모전
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학 중 실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특성화를 중심으로 고등학생 창업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10대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10대 쇼핑몰 창업자가 점차 늘어나
고 다양한 아이템의 개성있는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다.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OO회사는 예비 쇼핑몰 CEO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바탕으
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 찾기 위한 공모전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끝이 아닌, 우리도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서 미래의 멋진 CEO가 되어보자!!

- <상황제시> 1차시에서 온라인 창업에 꿈을 키워가는 10대 청소년들을 소개하고 현대 사회
(정보사회)의 시장경제의 변화와 온라인 쇼핑 시장(오픈마켓, 쇼셜커머스)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본다.

○ 창의적 설계
- 모둠별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실습 후 공모전 페이퍼 프로토타
입과 계획서를 발표 및 평가가 이뤄진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준비 단계에서는 아이템 선정 및 계획서 작성 후 전문가 역할에
따라 관련된 활동 체험과 결과물을 산출해본다.

- 개별 전문가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수합하여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창의성적으로 디자인한다.

○ 감성적 체험
- 온라인 쇼핑 구축 모둠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 및 계획서를 발표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진로 설계 과정에서는 오라클대표 마크
허드 인물에 대해 소개와 웹 개발 및 구축(제작) 관련 직종의 인물 가상 인터뷰 기사를
만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각 활동에 대한 평가로 3차시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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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사회, 정보, 기술․가정

총차시

3

[사회]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7. 시장 경제의 이해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3. 정보의 표현과 관리

단원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 기술
[국어] 쓰기 – 내용 생성과 조직
[미술] 2. 표현 –주제 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

교육과정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사회_ 사회의 변동과 발전/ 시장 경제의 이해 ]
컴퓨터 산업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생활변화(경제활동)를 이해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정보_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
정보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의 활용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정보_ 정보의 표현과 관리 ]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기술․ 가정_ 정보와 통신 기술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국어_ 내용 생성과 조직 ]
관찰, 조사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미술_ 주제 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 ]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에 맞게 표현할 있다.
1.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결과물을 만듦으로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다.
3. 모둠원 간의 의사결정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흐름
<상황 제시>

현대사회
시장경제
변화와 온라인
쇼핑몰 이해
(15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용 1차시 1 ~ 2

ⓐ 현대 사회의 시장경제의 변화
- 관련 기사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공모 소개

ⓣ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
- 온라인 쇼핑의 특징과 장단점(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1/3차시)
<창의적 설계>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을 위한 모둠 구성

관련 전문가
활동 안내,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웹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에

모둠 구성 및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본 수업에서는 그래픽디자이

역할 분담

너 전문가 체험 활동을 할 것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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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1차시 - 3~4

(30분)
(1/3차시)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공모전 준비단계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과정으로 아이템 선정 및 계획

서를 작성한다.

<창의적 설계> ⓣⓔ 전문가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관

‣교사용 2차시 - 5~6

- 웹 디자인의 이해와 쇼핑몰 디자인 할 때 주의사항 알아 ‣교사용 3차시 - 7

보기

련 전문가 체험

- 로고 및 광고 상품 디자인하기

및 페이퍼 프로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그려보기

토타입 만들기
(60분)
(2/3차시 및
3/3차시)

ⓣⓔ 팀별 의사소통하기
-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에 앞서 전문가

활동 산출 결과물 정리와 기능 토의 및 분석을 한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전 작품 제작
- 모둠별로 산출 결과물에 따라 공모전 페이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결과물 발표회

‣교사용 3차시 - 8~10

결과물 발표,

- 모둠별 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커리어패스

-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장단점을 평가해본다.

제공 및 활동
평가(30분)
(3/3차시)

ⓔ 커리어패스 제공하기
- 오라클 대표 마크 허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 웹 개발 및 구축(제작) 관련 인물 가상 인터뷰 기사

만들기
○ 소감문 작성하기
-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다.

ⓣ 활동 정리
- 정보기술의 발전과 현대 사회(시장 경제 등)의 변화

에 대해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친다.

42

6.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감성적
체험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창의적
설계

산출물
도출

우수(A)

보통(B)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도
출여 논리적으로 연결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정확하게 해결
함
제작한 페이퍼 프로토
타입에 모든 내용이 명
확하게 표현되어 있음

미흡(C)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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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나, 상관 관계가
부족함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
들을 모두 해결하였으나,
일부 과정이 잘못됨
제작한 페이퍼 프로토타
입에 구성요소는 모두 있
으나, 전체적인 조화가 부
족함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일부
누락시킴
전문가 학습 활동의 요소들중
일부를 해결하지 못함
제작한 페이퍼 프로토타입
에 일부 구성 요소가 누락되
어 있음

총평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다른 팀의 공모 작품 평가
쇼핑몰

조: _____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자(대상) 연령층, 특징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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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학습 활동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5 – 4 – 3 – 2 – 1

2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다.

5 – 4 – 3 – 2 – 1

3

전문가 학습 과정에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번호

해당 학생 이름을

관찰 항목

쓰시오.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이유:

모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이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이유:

◇ 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결과물에 있어 적합성, 기술 완성도, 심미성이 뛰어나다.

5 – 4 – 3 – 2 – 1

2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의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3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전 결과물 작성(판넬, 계획서)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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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전문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전문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3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발표물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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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교사용 지도자료 - 1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사회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7) 시장 경제의 이해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 기술
차시

강의, 발표, 토의

1/3

학습

현대 사회(정보사회)의 시장경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목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관련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현대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 변동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여 현대 사회(시장 경제)의 흐름을 파악한다.

융합
요소

ⓣ: 정보사회에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경험해봄
으로써 정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춰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보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와 새로운 정보 과학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여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른다.
○ 10대 쇼핑몰 창업 소개
- 온라인 창업에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기사를 보여준다.
Tip1>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보다는 또래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창업한 사례 제시를 통해 쇼핑몰
구축(제작)에 흥미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게 지도합니
다.
○ ‘미래의 온라인 쇼핑몰 CEO을 찾아서’ 공모전 상황 제시

상황

- 쇼핑몰 플렛폼 구축 회사의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함과

교과서,

제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의 다른 차별화 전략(아이디어)

활동지

등을 이용한 공모전 개최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다.
○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 ⓣ
- 온라인 쇼핑의 특징과 장단점(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Tip1> 다양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Tip2>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를 통해 구축할 쇼핑몰의
차별화 전략(아이디어)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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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탐색 ⓔ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창의적
설계

자, 웹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등이 필요함을 안

교과서,

내하고 각 전문가 집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활동지

10분

- 본 수업에서는 그래픽디자이너 체험 활동을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활동 내용을 안내한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을 위한 모둠 구성 ⓔ
- 모둠별로 작성해야 할 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창의적
설계

상태에서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한다.
- 모둠 구성은 4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끔이: 모둠의 리더로 책임자 역할/ 기록이: 모둠 활

교과서,

5분

활동지

동 내용 기록(계획서 작성) / 촬영이: 페이퍼 프로토타
입 촬영 / 편집이: 전체적인 디자인 담당)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 ⓐ
- 공모전 창업 아이템 선정 및 계획서 작성
창의적
설계

Tip1> 학생들이 관심분야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되 2개

교과서,

이상의 모둠이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합니다.

활동지

15분

Tip2> 특색 있는 온라인 쇼핑몰 소개를 통해 창업 아이
템 선정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1

수업 상황 제시

- 상황 제시

: OO회사의 ‘미래의 온라인 쇼핑몰 CEO을 찾아서’ 공모전

OO회사 ‘미래의 온라인 쇼핑몰 CEO을 찾아서’ 공모전
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학 중 실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특성화를 중심으로 고등학생 창업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10대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10대 쇼핑몰 창업자가 점차 늘어나
고 다양한 아이템의 개성있는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다.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OO회사는 예비 쇼핑몰 CEO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바탕으
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 찾기 위한 공모전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끝이 아닌, 우리도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서 미래의 CEO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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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새전북신문 - 학생들 “온라인 쇼핑몰 창업 꿈 키워요” (2014.07.21.)
이코노미세계 - 10대 소녀, 온라인 쇼핑몰 CEO? (2012.06.28.)
이데일리 - 낮엔 학생, 밤엔 쇼핑몰 CEO (2011.11.17.)
스포츠조선 - 4억 소녀 김예진 패션CEO로 명동 진출 (2014.02.25.)
- 동영상 : 경제투데이 - “청소년 쇼핑몰 CEO를 꿈꾸다!” 소녀나라 직업체험 (2011.03.02.)

MBC뉴스(청주) - 미래의 1등 CEO (2009.07.06.)

2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

- 달라진 물건 구매 모습에 대해 가상 일기를 자유롭게 작성해본다.
- 관련 기사 및 동영상을 통해 현재 온라인 쇼핑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본다.
-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구매 대상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어떤 형태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적합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동영상: [IT야사(野史)]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2013.05.27.)

YTN 뉴스 ‘오픈마켓 가장 큰 불만은 반품·환불거부’(2013.12.26.)
- 기사: 채널IT 온라인뉴스(2013.12.10.)

3조원대로 몸집 커진 소셜커머스 인기 비결은?
올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3조원을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전
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15% 규모를 차지, 불황 속에서도 소셜커머스는 차세대 유통 채널로
떠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쇼설커머스는 ‘지역상품 공동구매’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기반 상품 개발 및 유치에 한
계가 드러나면서 올 한 해 동안은 배송상품, 여행·문화 등 ‘쇼핑’에 집중한 상품판매로 업
계의 중심이 바뀌었다. 매일매일 1%씩 가격이 할인되는 명품샵 서비스, 최근 급증한 해외
구매족에게 더 싸고 더 안전하게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 등이 있다.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셜커머스의 자체 브랜드(PB)도 등장했다. 판매업체가 직접
상품 기획부터 참여해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것. 기존 공산
품에 국한되어 있던 PB상품이 서비스 상품까지 확장되는 등 점차 PB브랜드가 다각화되고
있다.
쇼셜커머스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기존 유통업계도 이들을 벤치마킹한 서비스들
을 속속 내놓았다. 온라인 쇼핑의 주력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마켓들은 기획전, 신규
서비스 형태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올해 소셜커머스의 매출 일등공신으로 모바일을 빼놓을 수 없다. 소셜커머스뿐 아니라
올해 유통업계 전반으로 '모바일 쇼핑'은 뜨거운 화두였다. 특히 소량 상품을 선별해 제공
하는 소셜커머스는 모바일 맞춤 서비스를 구현, 오픈마켓에 비해 더 적합한 채널을 구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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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평가를 받았다. 쿠팡은 올 초 쉽고 재미있는 쇼핑 컨셉트로 모바일 앱을 개편해 잡지
를 넘겨보는 듯한 UI를 구현하고 독특한 상품을 판매하는 '오늘의 발견' 등 모바일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출처: 채널IT 온라인뉴스 - 2013.12.10 ]

소셜커머스 서비스 제공 회사

모바일 접속 화면

- 참고 자료
[시장의 의미]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여 거래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여, 합의한 가격에 재화나 서비스를 자발적으
로 거래한다.
[형태에 따른 시장의 종류 -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점, 홈 쇼핑, 온라인 쇼핑, 등]
형태에 따른 시장의 종류: 서울의 남대문 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처럼 많은 가게가 모여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홈 쇼핑, 전자 상거래 등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생겨나 시장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출처:천재교과서 ‘중학교 사회1’]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쇼핑 메뉴를 통하여 상품 목록을 검색한 다음, 원하는 상품을 온
라인 상에서 직접 주문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으로 결재하면 주문한 상품은
집으로 배달되는데, 이러한 편리한 쇼핑을 말한다.
한편 온라인 쇼핑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 편리성 등으로 급격
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나 지불시스템의 불안정, 배송 등의 문제가 해결과
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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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을 말한다. 개인과 소규
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오픈마켓은 인터넷 쇼핑몰
에서의 중간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물품 공급이 가능하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 오픈마켓이다.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
래 장터이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신속하다.
[쇼셜커머스(Social commerce)]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
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소셜 쇼핑(Social shopping)이라고도 한다. 상품의 구
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전 준비단계

- 공모전 준비 단계를 위해 팀별 4명 내외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에 대한 소개
1) 공모주제 : 개성과 기술력을 갖춘 차세대 온라인 쇼핑몰
2) 심사기준 : 적합성(사용자와 상품의 적합성)
기술적 완성도(웹 페이지의 상호 호환성과 다양한 기능 )
심미성(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 각 모둠별로 팀 이름을 결정하고 아이템 선정 및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참고 자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과정]
1) 웹 사이트 주제 정하기
웹 사이트 운영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 자료 수집 능력에 따라 웹 사이트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션 사이트의 경우도 남성 패션, 여성 패션, 유아
패션, 스타일 정보 제공, 해외 패션, 소품 패션, 브랜드 패션, 패션 정보 등과 같이 다양
한 형태가 있다.
2) 웹 사이트 목표 설정
웹 사이트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설정하는 단계로, 제작 의도와 목적을 구체
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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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사이트 방문 대상층 결정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주요 대상층에 따라 웹 사이트의 콘셉트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콘텐츠와 디자인의 콘셉트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방문 대상층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4) 웹 사이트 예상 방문객 수 예측
웹 사이트의 예상 방문객 수에 따라 시스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성격
의 사이트를 분석하여 예상 방문객 수를 예측해야 한다.
5) 웹 사이트 콘텐츠 준비
웹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을 준비 한
다. 콘텐츠가 많을수록 웹 사이트가 유용해진다.
6) 웹 사이트 스토리보드 작성
스토리보드는 웹 사이트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그림으로 표현하는 양식을 말한
다. 스토리보드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웹 사이트를 제작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세부 메뉴 작성 예

스토리보드 작성 예

[출처: 고등학교 웹디자인]

[출처: 고등학교 웹디자인]

7) 차별화 전략 세우기
수많은 웹 사이트가 있으므로 제작하고자 하는 비슷한 웹 사이트를 찾아본 후, 비교 분
석을 통해 기존 사이트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한다.
[출처: 고등학교 전자상거래_실무(삼양미디어)]
[특색 있는 온라인 쇼핑몰]
1) 아마존닷컴 : 아마존닷컴(amazon.com)의 사용자는 미국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오픈마켓으로 사용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는 '원클릭' 주문시
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며, 일대일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강력
한 상품 검색 기능을 제공해 구매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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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캣몰(2PM 택연, 쇼핑몰 사장 변신) :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2PM의 택연이 캐
릭터 사업을 시작하며 CEO로 변신해 화제다. 공식 론칭한 캐릭터 옥캣의 다양한 상품
을 앞으로 쇼핑몰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이데일리 연예 2013.10.12.]
3) 신지모루(해외 역직구족이 주목한 전문몰) : 해외에서 국내 상품을 찾는 역직구족
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몰 신지모루의 매출은 70~80%가 해외에서 발생
하고 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자체 제작한 상품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고객들을 위한 해외몰 오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산업 2014.02.04.]

옥캣몰

신지모루

(www.okcatmall.com)

(www.sinjimall.com)

아마존닷컴
(www.amazon.com)

4

관련 전문 분야 소개 및 모둠 내 역할 안내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웹 프로그
래머,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한다.
- 본 수업에서는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활동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준다.
<전문가별 역할>
전문가

모둠 내 역할

데이터베이스

특정 분야의 상품을 수집, 정리, 가공 및 입력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관리자

기와 구축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인터넷 사이트의 구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인터

웹 프로그래머

넷 사이트에서 제공할 서비스 및 인터넷 사이트의 메뉴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전환, 인터넷 쇼핑몰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 개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 목적 및 내용을 웹사이트 상에서 시각적으로

그래픽디자이너

구현, 웹 사이트의 전제 구조 및 이미지를 결정하고 배너, 로고, 팝업
(광고) 등을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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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안내 자료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 직업 소개 :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가공 및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 분석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사용자에 대한 등록 및 데이터의 접근 범위, 읽고
쓰기 권한, 사용자의 로그인 및 암호 관리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고장이나 사용상
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히 복구하며 사용자에 대한 사용 교육과
기술을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예방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적성
및
흥미

내용
설계 및 관리의 목적을 이해하여 최적의 분석과 혁신적인 디자인설계를 할 수 있는 논리
적인 사고력과 응용력, 데이터는 조직의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해야 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
요함.

관련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처리학과, 전자계산과, 전산공학과

학과

등을 전공

자격

국가자격: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진출

전문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체, 정보컨설팅업체, 시스템통합(SI)업

분야

체,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공공기관 등에 진출을 함

4. 직업전망
통신의 발달은 폭주하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급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보다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하
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정보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데이터베이스관리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 할 것
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검사 활용을 위한 커리어넷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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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프로그래머
1. 직업 소개 : 웹 프로듀서의 기획과 웹 디자이너의 시각적 창조, 웹 엔지니어의 서버 구
축 환경에 최적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웹 사이트상에서 게시판, 카운터, 회원가입
및 인증 등 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
2. 주요 업무 : 기존 프로그램을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고, 웹 사이트에서 운영
될 각 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고객의 요구상항과 인터넷 사이트의 구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할 서비스 및 인터넷 사이트의 메뉴 등을 컴퓨터 프로그
램 언어로 전환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적성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웹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공간시각능력, 창의력, 수리논리력, 정보 분석능력, 분석적 사고

흥미

능력이 필요함.

관련

전문대학 및 대학교 컴퓨터공학,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인터넷(정보․통신)공학 등을

학과

전공, 사설교육기관의 웹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진출도 가능함.

자격

진출
분야

국가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웹 디자인 기능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민간자격(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웹프로그래머(WPC: Web Programmer Certified)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전산실, SI(시스템통합) 업체에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교육기관의
소개 등을 통해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 업체나 웹 프로그래밍 대
행업체, 인터넷 사업체 등으로 취업하여 웹 프로그래머로서 활동을 함.

4. 직업전망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마케팅 및 홍보수단으로서 웹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동통신의 확대와 유비쿼터스 환
경, 특히 집에서 홈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종 민원 업무를 보거나 교육정보, 생활정보를 웹
을 통해서 얻고 기업들의 전자상거래나 업무지원시스템,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각종 어플
리케이션 분야 등에서도 웹 활용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향후 5년간 웹프로그래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검사 활용을 위한 커리어넷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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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1. 직업 소개 :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특수 효과 등
입체 영상이나 도형, 공간, 자막, 그림 등을 설계하고 표현하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2. 주요 업무 : 홈페이지상의 여러 가지 자료(문자, 그림, 동영상, 음성 등)를 제작하여 이
용자들이 알기 쉽게 만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 설계
작업을 하며, 웹 사이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고 메뉴와 서브메뉴를 위계적으로 설정
하여 웹 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레이아웃한다. 또한 웹 사이트이 주요 화면을 주기적으로 갱
신하며 배너와 플래시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 회사의 로고나 일러스트레에션을 다자인한다.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적성
및
흥미

관련
학과

내용
시각적인 편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색채 감각과 창의성, 여러 사람
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동심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예
술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혁신, 적응성,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함.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멀티미디어나 컴퓨터그래픽 관련 학과나 디자인 관련 학과(컴
퓨터그래픽과, 웹 그래픽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
인학과, 멀티미디어정보과, 멀티미디어학과), 웹 전문교육기관의 디자이너 교육과정
국가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웹 디자인 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

자격

국제 자격증: 마스터 CIW 전문가, CWP 전문가 마스터 CWP
민간 자격증(한국능력협회): 웹페이지 전문가 1,2급
공채나 특채 또는 개인적 소개를 통해 영화제작사, 방송국, 광고대행사, 웹 사이트 개발

진출

업체 및 전문 디자인(애니메이션 제작, 게임개발, 인쇄관련, 디자인 및 건축 관련 등)업체

분야

의 채용 공고를 통해 입직하거나 프로젝트 업무가 있을 때 프리랜서의 형태로 웹 및 멀티
미디어 개발자들과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함.

4. 직업전망
인터넷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세련되고 편리한 웹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또한 광고, 영화, 게임, 건축 등 컴퓨터 그래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
으며, 의학이나 군사 등 학술적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
에서 이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검사 활용을 위한 커리어넷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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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2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3) 정보의 표현과 관리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 기술
실습, 협동학습

차시

2/3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을 위해 조직되는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다.
ⓣ: 정보과학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생산, 전달하고 탐색할 수 있고 새로운 정

융합

보 기술의 사용법을 익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유형별 정보의 특징을 알고

요소

표현할 수 있다.
ⓔ: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관련된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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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그래픽디자이너 역할에 따른 전문가 학습
- 웹 디자인의 개념과 디자인할 때의 고려사항에 대해
창의적
설계

설명한다.

교과서,

Tip1> 웹 사이트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

활동지

5분

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
니다.
○ 그래픽디자이너 전문가 프로그램 학습 ⓣ ⓔ
- 그래픽 프로그램(포토스케이프)의 기능을 소개한다.
창의적
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프로
그램(디자인 스튜디오)의 기능을 소개한다.

교과서,
활동지

10분

Tip1> 간단한 예시를 보고 함께 만들어 보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그래픽디자이너 전문가 활동 및 결과물 산출 ⓣ ⓔ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을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
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하여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 디자인 회의를 진행한다.
Tip1> 모둠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디자인 담당과 로
창의적
설계

고 및 상품 홍보 디자인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각각 작업
을 진행합니다.
- 모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하기

교과서,
활동지

25분

- 모둠 로고 및 상품 홍보 팝업 창 디자인하기
Tip2> 디자인 결과물들은 바로 컬러 출력하여 다음 작업
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Tip3>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표현하기
힘든 경우 종이와 색연필, 네임펜으로 직접 그릴 수 있게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초안
창의적
설계

- 모둠 구성원 전체 시스템 파악

교과서,

- 모둠만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페이퍼 포르토타

활동지

입 작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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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5

전문가 활동 – 나는 그래픽디자이너!

(1) 웹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기
[웹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계획’, ‘ 설계’, ‘ 도안’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세우는 일련의 행위 개념을 말한다. 여기에 예술성과 미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의 일반적 정의이다.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웹 디자인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1세기 미디어인 인터넷을 바탕으로 웹이라는 기능에
디자인이라는 미적 감각을 표현한 작업 및 결과를 말한
다. 웹 디자인은 웹 기획 과정을 통해 웹 디자인을 설
계하고, 포토샵과 플래시 등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화면을 디자인, 제작, 구
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웹 디자인 예

[출처: 고등학교 컴퓨터그래픽(삼양미디어)]
[웹 디자인 고려사항]
▶ 브라우저간의 호환성을 항상 체크하기 : 웹에 접속하기 위해 어떤 사용자들은 오래된 컴
퓨터, 느린 모뎀, 구버전 브라우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웹 사이트를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나 컴퓨터 환경에 안도하지 말아야 한다.
▶ 방문자들의 모니터 해상도를 고려하자 : 기획 단계에서 주요 고객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해상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콘텐츠나 레이아웃 등에 따라서도 해상도가 결정 될
수 있다.
▶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하자 : 다양한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여러 웹 사이트를 분석하자 :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웹 사이트와 비슷한 홈페이지나 유
사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릴 비교 분석하여 사이트 제작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한다.
▶ 제작할 사이트의 컨셉을 확실히 파악하자 :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이트를 공동 작업할
때 나오는 현상으로 디자이너가 사이트의 컨셉을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의도하는 작업
과 동떨어진 디자인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일관성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들자 : 같은 계열의 색감으로 사용한다든지, 모든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통일한다든지 하여 일관성을 주어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편안함
과 안정성을 준다.
▶ 항상 웹 사이트라는 전체를 보며 작업하자 : 차별화된 콘텐츠와 세밀한 기획, 꼼꼼한 레
이아웃, 사이트 전체적인 이미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등 모든 사항들이 서로
맞물려 작업이 진행되어야 우수한 사이트가 될 수 있다.
[출처: 고등학교 웹 디자인(삼양미디어)]
온라인 쇼핑몰을 디자인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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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고 및 상품 홍보 팝업 창 디자인하기
[컴퓨터 그래픽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1) 드로잉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리핸드, 파이어웍스,
코렐 드로 등이 있다. 드로잉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러스트레이션, CIP, 로고 및 심벌, 문자
디자인 제작 등에 많이 활용된다.
(2)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이미지 수정, 변형, 합성, 효과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페인터, 페인
트샵 프로 등이 있다. 페인팅과 컬러링 작업, 이미지 확대·축소·반복·이동, 그라데이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3) 3D 그래픽 프로그램
2D에서는 작업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프
트 이미지, 마야, 오토캐드, 3ds Max 등이 있다.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건물의
투시도나 제품, 인체, 시뮬레이션 등 현실적인 이미지에서 상상과 가상 속의 이미지까지 만
들 수 있다. 3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물체를 생성하는 모델링, 실제감을 입히는 렌더링,
애니메이션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일러스트레이터 화면 구성

포토샵 화면 구성

플래시 화면 구성

[출처: 고등학교 컴퓨터그래픽(삼양미디어)]

포토스케이프

아이콘 넣기

(1) 디지털 및 핸드폰 카메라 등 사진을 쉽게 향상, 보정, 편집하는 프리웨어 응용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 다운로드 : http://photoscape.co.kr/ps/main/download.php

- 모둠의 온라인 쇼핑몰 로고 또는 상품 광고 팝업 창을 제작해본다.
-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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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디자인하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디자인]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개체로,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용
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이트의 화면을 의미한다. 웹 사이트를 제작하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로 표현된다. 만약 기업의 웹 사이트라면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신뢰
감과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웹 사이트에서 추구하는 바
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게 되는 색상과 이미지 제작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그램 소개]

디자인 스튜디오

개체 넣기

(1) 기획서 작성과 웹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프리웨어 응용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 다운로드 : http://dev.naver.com/projects/dstudio/

[작성예시]

모바일 UI 디자인

설계서 작성 예시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디자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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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 내용 정리

기술 전문가 체험을 마친 후 산출 결과물을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모아서 페이퍼 프로토
타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한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란?]
제품을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종이에 손으로 그려 검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소프트

웨어나 하드웨어의 작동 모델을 간단하게 미리 보여 줄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의 실
제 작동 모습을 재현해 보고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페이퍼 프로토타입 UCC 제작 순서]
① 창업 아이템 소재를 선택한다. → ② 쇼핑몰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디자인한다.(광고
상품 디자인) → ③ 쇼핑몰 관련 디자인 결과물을 수집 및 분석한다. → ④ 촬영한다. →
⑤ 동영상을 편집(편집 프로그램은 윈도 무비메이커, 알씨 등 활용)한다.
[페이퍼 프로토타입 만들기 준비물]
종이, 색연필, 네임펜, 풀, 가위, 포스티잇(다양한 사이즈로 제공), 스카치테이프, 핸드폰(모
둠원에서 1개 준비)
[페이퍼 프로토타입 UCC 제작 방법]
수행에 필요한 버튼, 메뉴와 같은 스크린의 세트를 준비한다.
스케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한 스크린샷을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성요소를 조각으로 나누고, 메인스크린에 위치시킨다.
사용자의 역할, 컴퓨터의 역할, 촬영자 역할을 나눠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스크린 메뉴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촬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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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3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정보 (1)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 기술
미술 (2) 표현 –주제 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
차시

발표, 토의, 강의

3/3

온라인 쇼핑몰 구성(제작)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목표

웹 구축(제작) 관련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공모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융합

ⓔ: 정보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올바

요소

른 태도를 기른다.
ⓣ: 생활 속에서 정보 통신 기술를 체험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한다.
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모둠별 온라인 쇼핑몰 공모전 발표물 제작 ⓐ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페이퍼 프로토타입 제작
창의적
설계

한다.

핸드폰

Tip1>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모둠별 핸드폰을 준비 (디지털카메
할 수 있게 합니다.

15분

라)

Tip2>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확
인과 결과물은 선생님 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모둠별 결과물 전시 및 발표 ⓔ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과 계획서 발표 및 질
의 응답

활동지

15분

(3분 내외)
-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 장단점 평가

감성적
체험

○ 커리어패스 ⓣ

교과서,

- 오라클 CEO : 마크 허드
- 웹 구축(제작) 관련 직종의 인물 가상 인터뷰 기사

활동지

5분

○ 소감문 및 평가
감성적
체험

-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교과서,

-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활동지

○ 활동 내용 정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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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7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공모 페이퍼 프로토타입 제작

- 개별 전문가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수합하여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 페이퍼
프로토타입 만들기
- 다른 모둠과의 차이점과 창의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표현한다.
- 페이퍼 프로토타입 결과물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전송한다.

▷ 페이퍼 프로토타입 예시1 : 모바일 자전거 쇼핑몰

▷ 페이퍼 프로토타입 예시2 : 온라인 의류 쇼핑몰

8

온라인 쇼핑몰 구축(제작) 결과물 전시 및 발표하기

- 모둠별 온라인 쇼핑몰 공모전 관련 페이퍼 프로토타입 및 계획서를 3분정도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갖는다.
- 발표 내용은 심사기준(적합성, 기술적 완성도, 심미성)을 고려하여 발표한다.
- 다른 모둠의 발표를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평가는 사용자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평가할 때 모둠원간
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쇼핑몰

조: _____

사용자(대상) 연령층, 특징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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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커리어 패스 소개

(1) 인물 소개 : 오라클 CEO 마크 허드
<경력>

마크 허드 (Mark Hurd)
오라클(공동사장)
베일러대학교 경영학 학사
2010.09~ 오라클 공동 사장

실리콘밸리에서 누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까? 또 어떤 회사 경
영자들이 연봉을 후하게 받고 있을까?
돈 잘 버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나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
자(CEO)?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그도 아니면 스티
브 잡스의 뒤를 이어 애플 CEO 자리에 오른 팀 쿡?
물론 이들은 아니다. 현재 미국 정보기술(IT)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인물은 예상과
달리 지난 해 휴렛패커드(HP)에서 쫓겨난 마크 허드라고 CNN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오라클 공동 사장으로 재직 중인 마크 허드는 총 7천840만달러의 연봉으로 역
시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을 제치고 연봉 1위 자리를 지켰다.
래리 엘리슨은 7천760만달러로 마크 허드에 이어 연봉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애플 CEO로 취임한 팀 쿡이 5천9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CNN의 이번 조사 결과 오라클 임원들이 연봉 순위 상위권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마크 허드와 함께 공동 사장을 맡고 있는 사프라 캐
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천210만달러로 4위, 토마스 쿠리안 부사장이 3천370
만달러로 5위에 랭크됐다.
■신문 기사 : 아이뉴스 HP서 쫓겨난 마크 허드가 IT업계 연봉 1위?

64

– 2011.11.11.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전문가

[중학교]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중학교 3학년
STEAM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1. 주제 개요
21세기에 들어서며 현재 사회는 기존의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매체를 이용한 콘
텐츠들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월등히 높은 수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수
출액 중 게임 분야는 K-POP(음악) 분야의 11배 수준입니다.
국내에 구축되어있는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스마트폰을 이
용한 모바일 게임의 높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게임 시장에서
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융합 인재 교육(STEAM)을 적용하여 학생들에
게 흥미가 높은 게임을 직접 제작할 상황을 제시하고 게임을 즐
기는 관점을 벗어나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진
로분야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를 직접 개발해 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양
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표-1]과 같이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융합 인재
교육(STEAM)의 단계 요소들을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4차시를 구성하였습니다.
[표-1]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1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현재 진로
개척의
해결방안으
로서 게임

◦ 현재의 취업난 상황 및 개발 발전 동향
◦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모둠 구성
◦ 게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게임 개발 전문가 소개)

2
창의적
설계

게임 설명서
작성

◦ 게임 기획자 전문가 역할 학습
◦ 게임 설명서 작성 및 제작 게임을 위한 모둠 역할 분담

3
창의적
설계

프로토 타입
보드 게임
제작

◦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 제작
◦ 제작한 게임을 모둠별 자체 테스트 및 보완

4
감성적
체험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
평가

◦ 모둠별 결과물 교환 후 게임 테스트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
◦ 커리어 패스 (이정웅)
◦ 활동 평가 (전문가 학습, 모둠활동, 자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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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모둠을 구성하게 하고, 게임 개발 과정을 안내합니다.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후 게임 개발 전문가(게임기획자, 게임개발자, 게임 그래픽 디자

이너, 사운드크리에이터) 직업군을 탐색합니다. 모둠별로 게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후 게
임 기획자에 대해 전문가 활동을 하고, 게임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을 제작합
니다.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개발한 게임의 발표 및 플레이한 다른 모둠의 게임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커리어 패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4차시 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진로 탐색
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게임 개발의 과정을 전문가 역할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 미래의 사회 변화를 예상하여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할 수 있다.
-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사회의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모둠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나눠진 역할 수행으로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취미로 즐겼던 게임이 아닌 진로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게임 개발에 노력한다.

3. STEAM 과목 요소
T/E(정보, 사회)

A(미술)

▷ 미래의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게임을 기획하여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임을 제작함

▷ 게임의 특성에 맞게 캐릭터나 배경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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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2024년, 이제 대학 졸업반인 철수는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10여년 전과 다르지 않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 철수는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서 해결 방
안을 찾으려 했다. 여러 고민을 하다 지친 철수는 잠시 휴식을 하려고 휴대폰으로 모
바일 게임을 실행시켰다. 게임을 하는 도중 철수는 게임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잘 이루
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자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휴대폰으로 결재하여 원만히 문
제를 해결하였다. 이 때 철수는 순간적으로 문득 이런 모바일 게임을 내가 만들면 어
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아이디어를 몇몇의 친구들한테 제안하여 게임
벤처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다.
게임을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수단이 아닌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
보자.
- 미래의 청년 고용률 저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준이란 것을 예측하고, 현재 모바일
게임의 경제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 미래의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고민해 볼 수 있다.

○ 창의적 설계
- 게임 제작을 위한 전문가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 중 게임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
다.
- 아이디어 회의 후 게임 설명서를 작성하고,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임을 제작한다.

○ 감성적 체험
- 모둠별로 개발한 게임을 교환하여 테스트 한 후 발표한다.
-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이정웅의 커리어 패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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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과목

정보, 기술ㆍ가정, 사회, 미술

단원

정보 : 3-2. 정보의 이진 표현, 4-3. 프로그래밍의 기초
기술ㆍ가정 : 3. 정보와 통신기술
사회 : 일반 사회 영역-11.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미술 : 2-2. 표현 방법

총차시

4

교육과정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정보_4-(1)프로그래밍의 기초 ]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번역기의 종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 등을 설명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정보_3-(2)정보의 이진표현 ]
이미지, 소리 등의 멀티미디어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로 표현되어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에 저장되고 사용됨을 이해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기술․가정_정보와 통신기술 ]
우리 생활 속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세계를 탐색하고, 정보 미디어 및 정보 통신의 원리
와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사회_일반사회영역_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
국민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 경제의 성장과 변동 과정을 탐구한다. 국민 경제의 주요
목표로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_중학교_미술_2-(2)표현 방법 ]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한다.

학습목표

1. 게임 벤처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의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직업(게임 기획자)을 체험할 수 있다.
3. 모둠원 간의 의사소통, 역할분담 및 수행으로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용 1차시 1~4

<상황 제시>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 현재의 청년 고용률 저하와 게임 시장의 발전 상
황 알아보기
- 청년 고용률 저하 관련 정보 소개하기

(15분)

- 게임 시장의 발전과 모바일 게임의 경제성 소개하기

(1/4차시)

- 미래의 자신의 취업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 게

청년 고용률
저하 현황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
유료 결제 현황

구글 플레이
수수료

앱스토어
수익 분배 구조

임 벤처 창업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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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모둠 구성,
ⓣ 모둠을 구성 및 게임 개발 과정 소개
전문가
- 모둠을 구성(4~5인)하게 한다.
역할 분담
- 게임 개발 과정을 안내한다.
(10분)
(1/4차시)

‣교사용 1차시 5~6

ⓣ 전문가 역할 안내하기
- 게임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게임기획자,
<창의적 설계>
전문가 역할

게임개발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사운드크리
에이터) 역할에 따른 활동 내용을 안내한다.

안내 및
아이디어 회의
(30분)
(1/4차시 및
2/4차시)

ⓣⓐ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교사용 1차시 7~8

- 현재 인기가 높은 모바일 게임들의 특징을 토
의해보고, 미래에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브레인 스토밍)
- 회의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 전문가(게임기획자) 역할에 따른 학습
활동하기
<창의적 설계>
게임 개발 관련
전문가 체험 및

- 게임기획자 영상 제시
- 게임 설명서의 구성 요소를 분석/ 회의로 얻은 ‣교사용 2차시 1~3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작성

게임 개발
게임소개서
제작
(70분)
(2/4차시 및
3/4차시)

ⓣⓔⓐ 게임 창업 프로젝트 관련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
제작
- 모둠별로 프로젝트 결과물인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을 제작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 제작한 보드 게임의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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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3차시 1~3

ⓣⓐ 모둠별 개발한 게임 테스트 및 발표회
- 각 모둠은 다른 모둠의 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평가한 내용과 개발한 게임을 설명서를 토대로
발표한다.
- 모둠별 발표시간을 3분이내로 한다.
<감성적 체험>

‣교사용4차시 1~2

게임 발표회 및 ⓣ 커리어패스 제공하기
평가,
커리어패스
재공

-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이사의 관련 동영상과
인터뷰를 보여준다.
- 창업 스토리 안내 글로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55분)
(4/4차시)

ⓐ 소감문 작성 및 평가하기
-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다.
-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자신이 속한 모둠
구성원과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 평가한다.
○ 활동 정리하기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로 인
해 게임뿐 아닌 다른 방안으로도 진로 문제 해
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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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평가항목

우수(A)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으나 끈기가 부족함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
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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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해결방안
및 계획

게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협
업이 뛰어나 내용을 우수
하게 작성함

게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협
업은 좋았으나 누락된 내
용이 있음

게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의사소통 및 협업이 잘
되지 않아 내용이 부족함

문제해결
과정

전문가 역할을 오류 없이
모두 훌륭히 수행함

전문가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으나 일부과정에
서 오류가 나타남

전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함

산출물
도출

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개
발된 게임에서 모두 나타
나며 발표를 우수하게 함

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개
발된 게임에서 모두 나타
났으나 완성도가 부족함

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개발된
게임에서 누락된 요소가 많고
발표를 원활히 하지 못함

보통(B)

미흡(C)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가 부족함

끈기

총평

▢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적 설계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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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과정

산출물
도출

총평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 전문가 학습 활동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전문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5 – 4 – 3 – 2 – 1

2

게임 개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났다.

5 – 4 – 3 – 2 – 1

3

전문가 학습 과정에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 모둠 활동 1 – 모둠 구성원 평가

번호

문 항 및 차시별 활동 내용
모둠원 __________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차시

활동 내용

3차시

활동 내용

응답
예 / 아니오

1

모둠원 __________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차시

활동 내용

3차시

활동 내용

예 / 아니오

2

모둠원 __________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차시

활동 내용

3차시

활동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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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모둠 활동 2 – 다른 모둠 결과물
팀명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게임을 개발했다.

5 – 4 – 3 – 2 – 1

2

게임 설명서에 따라 완성된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의 완성도가 높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장점

단점

[자기 활동]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2

게임 설명서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5 – 4 – 3 – 2 – 1

3

게임 개발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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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내용

교사용 지도자료 - 1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정보 (3-2. 정보의 이진 표현, 4-3. 프로그래밍의 기초)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기술)
사회(11.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차시

강의, 토의

1/4

학습

게임 개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융합
요소

수업
단계

ⓣ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정보 통신 기술로 해결 하려는 내용을 다루며, 융
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 게임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
다.
수업 자료
교수·학습 활동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사회적 상황과 게임의 가능성 ⓣ
상황

- 청년 고용률 저하의 기사 소개

교과서,

제시

- 게임의 경제성에 대한 기사 소개

활동지

10분

-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 창업 프로젝트 안내

창의적
설계

○ 게임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모둠 구성 ⓣ

교과서,

○ 게임 개발 과정 안내

활동지

5분

○ 모둠별 게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 전문가 직업군 탐색
창의적
설계

- 관련 전문가 특징 조사

교과서,

- 현재 인기 있는 게임들을 조사하고 특징 정리

활동지

- 게임 개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브레인 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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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1

수업 상황 제시

- 상황 제시 글 : ‘즐기기 위한 게임이 아닌 직업으로의 게임’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2024년, 이제 대학 졸업반인 철수는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청년 고용률은 10여년 전과 다르지 않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 철수는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다. 여
러 고민을 하다 지친 철수는 잠시 휴식을 하려고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실행시켰다. 게
임을 하는 도중 철수는 게임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자 게임
에 필요한 아이템을 휴대폰으로 결재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때 철수는 순간적
으로 문득 이런 모바일 게임을 내가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아이디
어를 몇몇의 친구들한테 제안하여 게임 벤처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다.
게임을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수단이 아닌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 보자.
- 학생 모두가 프로젝트를 게임 기획자로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
임 제작을 목표로 4차시 동안 수업이 진행됨을 안내한다.

2

청년 고용률 저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도 많은 청년고용정책들을 펼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청년고
용이

최하의 고용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자세히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 청
년층(15~29세) 고용률은 40%대 수
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로 큰 폭
(5.4%)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
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
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최하로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고용률 70%이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출처 : 정보공개센터 ‘2013년 청년 고용률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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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 및 유료 결재 현황 기사 소개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모바일게임 이용행태 및 유료결제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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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게임 개발의 수입 구조 제시

[출처 : 구글 플레이 수수료(블로터닷넷), 앱스토어 수익 분배(중앙일보)

5

모둠 구성 및 모둠 내 역할 안내

- 프로젝트를 위한 팀 구성을 위해 팀별 4~5명(되도록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
한다.
- 각 모둠별로 팀 이름을 결정하고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6

게임 개발 과정 소개
- pre-production : 제작에 필
요한 완전한 기획서와 기술적인
구현을 완료
- production : 일정에 맞춰 개
발 착수
- post-production : 연출, 효
과 등을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게 보완하거나 제작 후 밸런스
게임 개발 프로세스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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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전문 분야 소개

<직업 안내 자료>

∙게임 기획자
1. 직업 소개 : 하나의 게임이 탄생하기 전, 게임의 전반적인 틀과 형식을 정함
2. 주요 업무1) : PC 게임, 네트워크 게임 등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총
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 게임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게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이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
게임의 장르와 대상 연령층, 게임 난이도, 게임의 각종 캐릭터의 역할 및 특징, 기본적인 스토리 전
개 등을 설정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 대사
를 작성하는 등 세부적인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획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등에게 전달. 게임이 제작되어 상품화가 되었을 때 시장진입이나 판매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를 판단, 결정. 게임의 제작이 완료되면, 게임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 배급 등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고 실행.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적성

탐구력, 진취력, 공간시각능력, 리더십, 수리논리력, 통찰력, 창의력, 기획력, 게임 산업 전
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기본적 지식, 게임을 좋아해야
하고, 다양한 문화 장르에 대한 지식, 다른 팀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인
관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관련
학과

전문 대학 및 대학교의경영학을 포함한 상경계열학과, 사회과학관련학과,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ㆍ통신공학 등

자격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진출
분야

게임 개발사, 게임 포탈 및 퍼블리싱 업체, e-스포츠 관련 업체 등이 있고, 요즘은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함

4. 직업전망2)
게임 시장의 수요자들이 청소년들로부터 성인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있다.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웹사이트 활
성화와 관련된 인력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게임기획자가 포함된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에 대한 일자리전망 점수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상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가능성 수준이 높아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업은 정신적 스
트레스 수준이 높고 근무시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낮게 나타났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자료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1)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jobView.do?SEQ=923#tab1)
2)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jobView.do?SEQ=923#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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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
1. 직업 소개 : 게임의 구성요소가 제대로 구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게임을
실제 제작
2. 주요 업무 : 게임 기획자로부터 넘겨받은 기획안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할 것인지 설계, 기획안의 게임 구현 가능성을 점검, 게임 제작을 위한 엔진 개
발,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데 필요한 제반 함수를 구현, 게임을 통해 특정 메시
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를 제작, 그래픽 특수효과를 반영, 그
래픽파일이나 사운드파일을 통해 게임의 프로그램을 완성, 완성된 게임에 대해서는 테스트
를 통해 에러를 수정하고 버그를 찾아냄. 기획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수정할 부분이나 문제가 된 부분을 다시 보정, 최신 게임개발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응용방
법을 연구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창의력, 기술 분석, 수리력, 전산, 탐구형, 현실형, 예술형, 원활한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

적성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 과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수학 및 물리학과 관련된
역량도 필요

관련

전문 대학 및 대학교의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학과

게임학과 등

자격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진출

게임 제작업체, 온라인 포털사, 이동통신회사 또는 게임TV방송국 등이 있고 스마트폰 어

분야

플리케이션 개발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함.

4. 직업전망
게임 산업에서 현재 온라인 PC기반 플랫폼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해당 플랫폼을 대신
하여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성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을
넘어가면서 게임업체마다 스마트폰 모바일게임을 출시해 이 분야가 급성장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게임 종사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래머의 경우 게임 산업 종
사자 중 그래픽 디자이너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게임 분야가 매
우 활성화 되어 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분야가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
의 IT인프라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분야를 중심
으로 게임개발인력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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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크리에이터
1. 직업 소개 :

게임을 보다 즐겁고 현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프닝음악, 배경음악, 효

과음, 동영상사운드 등을 만듦
2. 주요 업무 : 게임에 맞는 음악을 작곡, 편곡해 녹음한 후 게임에 직접 입혀보고, 제작진
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 게임사운드는 크게 게임음악(배경, 오프닝, 홍보용
영상 음악 등), 성우녹음, 효과음 등으로 분류되는데 게임음악은 피아노, 기타 등 모든 소리
를 컴퓨터 사운드를 이용해 제작, 성우녹음의 경우 개발사 측에서 제공한 대본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고 게임사운드크리에이터는 이를 편집, 효과음은 게임개발사 측에서 제작될 효과
음의 수와 길이를 모두 문서화해서 주면 이것을 가지고 제작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창의력, 예술형, 탐구형, 게임에 대한 열정, 작곡, 편곡 실력도 중요하지만 게임음향에 대

적성

한 이해가 필요, 실제로 음악대학 출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로 많은 소리를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신시사이저3)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관련
학과
자격
진출
분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실용음학과, 작곡과, 게임학과, 음향학제작과 등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방송디지털음악전문인(1급,2급)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등 폭 넓은 미디어 분야

4. 직업전망
게임개발에서 사운드 분야가 점차 전문화되고 있지만, 그래픽이나 프로그램 인력에 비하면 사운드
전문 인력은 소수가 일하고 있다. 국내 개발사에 게임사운드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 곳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 게임사운드 제작이 프리랜서나 사운드 관련 외주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주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이라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게임 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증가하고 타 분야의 사운드 제작을 담당하던 사람들도 이
분야로 진출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열악한 환경이 조
금씩 개선되고 있다. 추후 게임개발능력이 좀 더 성장하면 게임사운드 제작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
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게임사운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제작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
문 인력을 두어 제작하려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전망을 밝게 한다. 게임개발사가 사운드를
중시하면 외주업체에서의 사운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워크넷 ‘직업 탐방-테마별 직업여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3) 전자 악기 중의 하나로 소리를 전자적으로 발생시키고 변경시키는 건반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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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1. 직업 소개 : 게임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와 배경, 아이템 등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만듦
2. 주요 업무 : 게임 캐릭터와 게임화면을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표현, 캐릭터를 결정하고
캐릭터의 모습과 주요 움직임, 아이템, 배경화면 등에 대한 구상과 계획, 게임 상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하며 원화가가 그린 캐릭터나 배경을 3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듦. 모델
러가 만들어 놓은 입체물에 색감이나 질감을 입히고 반복되는 동작들을 정교화하며 각종
효과를 제작, 게임이 완성된 후 캐릭터나 배경 등을 수정하고 보완
3. 적성, 관련학과, 자격, 진출분야
항목

내용
예술형, 탐구형, 진취형, 창의력, 공간지각능력, 게임 제작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적성

실제 토론을 통해 최정족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
최신의 디자인 프로그램과 게임기술동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게임에 적용하는 능력 필요

관련
학과
자격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시각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과, 컴퓨터그래픽과, 게임학과 등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진출

게임 제작업체, 온라인 포털사, 이동통신회사 또는 게임TV방송국 등이 있고 스마트폰 어

분야

플리케이션 개발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함.

4. 직업전망
정부차원에서의 게임 산업의 집중육성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학과 지원 등으로 정보
기술 분야 가운데 게임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잇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컴퓨터 그래

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층 더 경쟁력 있는 그래픽, 배경, 캐릭터, 아이템, 메뉴, 등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수요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구현할 역량
있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집중될 것이다. 특히 게임 유저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
는 실정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그래픽과 프로그램 분야가 될 것이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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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기 모바일 게임 정보 제시 및 브레인 스토밍

- 헝그리앱 http://www.hungryapp.co.kr/game/game_list.php
- 게볼루션 http://www.gevolution.co.kr/rank/aos.asp
- 브레인 스토밍 : 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
①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이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②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③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등의 원칙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의견을 출발점
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종의 자유연상법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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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2차시
정보 (3-2. 정보의 이진 표현, 4-3. 프로그래밍의 기초)
교과
(단원)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기술)
미술 (2-2. 표현 방법)
음악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차시

협동학습, 실습

게임 개발을 위해 게임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융합

ⓣ 게임 개발을 위한 기술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요소

ⓔ 파트별 게임의 컨셉을 구성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창의적
설계

2/4

수업 자료
교수·학습 활동 (ⓢⓣⓔⓐⓜ)

및
유의점

○ 모둠별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 전 차시에 창출된 아이디어 정리

교과서,
활동지

소요
시간

5분

○ 게임 기획자 역할 학습 ⓣⓔⓐ
- 게임 기획자 인터뷰 영상 제시
창의적
설계

- 게임 기획자의 업무에 대한 학습
- 게임 설명서의 구성요소를 파악
Tips> 게임 설명서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

교과서,
활동지

20분

에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예시의 내
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언
○ 게임 설명서 작성
창의적
설계

- 게임 설명서의 구성요소에 맞게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
임 개발을 위해 모둠별 의견 제시 및 정리
- 모둠별 교환하여 게임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게임 설
명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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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활동지

20분

1

전문가 활동 – 게임 기획자

(1) 게임 기획자 직업 관련 동영상 제공

[출처 :
http://jobvideo.or.kr/sub_job01_play.asp?gubun=1&idx=11
09&cate=19&cateCode=27&gotopage=4]

(2) 게임 기획자는 게임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각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이 매
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2

게임 설명서 예시

(1) 게임 설명서는 사용자가 게임 규칙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게 지도한다.
(2) 우드락, 색종이, 색연필, 테이프, 칼, 두꺼운 도화지, 싸인펜 외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
요청하도록 전달한다.
(3) 게임 설명서 예시

1) 게임소개
- 제목 : 보석캐기
- 보석을 캐러갑시다. 단, 광산이 무너지기 전까지!!
- 가벼운 2인용 게임으로 20분정도가 소모됩니다.
2) 게임준비
- 먼저 보석카드를 제외한 30장의 카드를 섞어 더미를 만들어 줍니다.
- 보석카드를 3장씩 나누어 가집니다.
- 더미에서 3장을 뽑습니다.
3) 게임진행
- 자기 차례가 되면 다음 중 1개를 택해 행동합니다.
• 패에서 카드 한 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려놓는 카드의 숫자가
이전의 카드 숫자보다 커야 합니다. 내려놓은 후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 패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 그 후 더미에서 카드한 장을 뽑습니다.
• 보석카드 한 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패는 보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밑에 높습니다. 보석은 나중에 점수계산을 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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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 소개
- 흔들카드 : 게임 중 흔들카드를 뽑으면 즉시 내려놓고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흔들카드가 4장이 모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 이때 흔들카드는 공유됩니다. 상대가 뽑은 거든 내가 뽑은 거든 무조건
4개만 모이면 끝난다는 거죠. 총 6장.
- 보석카드 : 광산카드 밑에 내려놓으면 점수가 됩니다. 총 6장.

- 광산카드 : 1-24의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내려놓
는 카드의 숫자가 항상 더 커야 합니다.
- 특수규칙 : 연속된 숫자는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
고, 이후 내려놓은 만큼 카드를 보충합니다.
5) 점수 계산
- 놓여진 보석이 점수가 됩니다. 이때 몇 번째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보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 왼쪽 그림의 경우 점수는 6점입니다.

6) 라운드
- 게임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 흔들카드 4장이 모이고 점수계산을 다 하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 마다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얻습니다. 총 6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물론 비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차례정하기
- 1라운드 진행시 가위바위보를 통해 정합니다. 다만 대체로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
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부터는 점수가 낮은 사람이 먼저 합니다.
8) 게임팁
- 흔들카드가 너무 자주 나온다고 생각되면, 한 장을 빼고 게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보석카드는 최대 3장밖에 못 놓습니다. 신중히 놓아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oyohan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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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3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학습
목표

정보 (3-2. 정보의 이진 표현, 4-3. 프로그래밍의 기초)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기술)
실습, 발표

차시

3/4

게임 설명서에 따라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임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다.

융합

ⓣ 게임 설명서에 따라 프로토 타입 보드 게임을 제작한다.

요소

ⓐ 자신의 전문가 명함을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수업 자료

수업

교수·학습 활동 (ⓢⓣⓔⓐⓜ)

단계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기획한 게임의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 제작ⓣⓐ
- 게임 제작을 위해 모둠별 역할 분담
- 게임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임
창의적
설계

제작
- 제작 후 개발 모둠원이 직접 플레이하여 보완점을 찾
고 개선

교과서,
제작 재료

30분

Tips> 보드, 주사위, 이용자 말의 재료로 우드락을 사용
하며 게임의 특성에 따라 기획단계에서 미리 재료 요청
을 받는다.
○ 모둠별 프로젝트 결과물 테스트ⓣⓐ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게임 설명서 및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에 게임소개서,
관련된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을 바꿔서 플레이 한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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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5분

1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 제작

(1) 회의 때 분담했던 역할에 따라 게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2) 보드 게임 예시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oyohan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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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결과물 테스트 및 평가

- 모둠별로 제작한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 관련 프로토타입의 보드 게임을 교환하여 실
제 플레이 해본다.
- 플레이 한 게임에 대해 장ㆍ단점을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 게임 설명서만으로 게임의 규칙을 테스트를 하는 다른 모둠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
로, 제작한 모둠에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팀명

번호

평가항목

평정 척도

1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게임을 개발했다.

5 – 4 – 3 – 2 – 1

2

게임 설명서에 따라 완성된 프로토타입 보드 게임의 완성도가 높다.

5 – 4 – 3 – 2 – 1

5.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보통이다. - 2. 그렇지 않다. - 1. 전형 그렇지 않다.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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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자료 - 4차시
교과
(단원)
수업
형태

기술·가정 (3. 정보와 통신기술)
사회(11.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발표, 토의

차시

4/4

학습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다.

목표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 분야에 대해 성장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융합

ⓣ 게임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에 대한 직업세계를 탐색한다.

요소

ⓐ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업
단계

수업 자료
교수·학습 활동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 모둠별 프로젝트 결과물 및 테스트 결과 발표ⓣⓐ
감성적
체험

- 모둠별 게임 설명서 및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에 게임설명서,
활동지

관련된 프로토타입 게임 발표

15분

- 테스트한 다른 모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발표

감성적
체험

○ 커리어패스ⓣ
-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이정웅 관련 동영상
- 창업 스토리 안내로 성장 경로 제공

교과서,
활동지

20분

○ 소감문 및 평가
-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감성적

-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체험

교과서,
활동지

○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성을 강조하며 정리

89

10분

1

Career Path 소개

(1) 경력 소개
<경력>
- 선데이토즈 대표이사(2008.02~ )
- NHN 한게임플래시팀(2004.05~2007.01 )
- 신텍정보시스템(2003.01~2004.04)
- TN(2001.06~2001.12)
-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이정웅>
(2) 세상의 바꾸는 시간, 15분 동영상 보여주기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xpXak6OgMLc&feature=youtu.be]
(3) 창업스토리
몇 년 뒤에 2012년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T(정보기술) 산업에만 국한해 본다면 ‘모바일 시장이 대폭발을 한 시기’라고 역사에 남
지 않을까. 마치 10여년전 PC기반의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 게임 시장이 급성장을 하기 시
작한 시점이 떠오를 정도로 2012년은 ‘과연 언제 올까’하고 수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모바일
분야의 급성장이 본격화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대를 연 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이 글은 선데이토즈라는 한 벤처기업을 지
목한다. 네트워크는 통신사가, 사람들 간의 연결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
스)가 모바일 시대를 열었지만, 선데이토즈는 이 시장을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가장 목말랐
던 이른바 순수 모바일을 통한 ‘대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선데이토즈가 만든 스마트폰용 게임 애니팡은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통해 안드로이드 마
켓에 출시한 지 5주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일일 사용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접속자수는 무려 200만명에 달했다. 동시접속자수 기록은 온라인게임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숫자다. 선데이토즈의 또 다른 게임 아쿠아스토리도 모바일에서 100만명
이 넘는 사용자가 즐기고 있다. 두 게임을 통해 이 회사는 매일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
다. 기존 온라인게임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대박’의 반열에 올라선 이 회사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제법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
바일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로 떠올랐다.
◆ 첫 번째 결단=잘하는 것을 하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닥쳐온 실패
◆ 두 번째 결단=소셜 게임 1등이 되자
◆ 시장의 변화
◆ 세 번째 결단=모바일에 올인
[출처 작성자 : 임원기 – http://limwonki.com/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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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감문 작성 및 평가

(1) 게임 벤처 창업 프로젝트에 관한 결과보고서 및 성찰노트 작성하기
1. 우리 팀이 개발한 게임을 3줄로 정리해보자.
2. 게임기획자, 게임개발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사운드크리에이터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3. 게임 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문가 역할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4. 팀에서 협업한 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가?
5.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을 간단히 작성해보자.
(2)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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