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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의 미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라!
(암호학의 기초, 원리, 활용)

[[학생용]
학생용]

중학교
STEAM

정보보안의 미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라!
(암호학의 기초, 원리, 활용)
학습목표

2009
개정
교육
과정

기술
가정
정보

-컴퓨터 및 정보 통신 기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와 관
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정보 통신 윤리, 개인 정보 보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침해의 실태와 사례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수학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
- 정보 윤리, 정보보호,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해를 통해 이를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내용
목표

- 암호의 뜻을 이해하고, 간단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를 구성할
수 있다.
- 다양한 고전 암호와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소수, 소인수분해, 서로소에 관한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RSA 공개
키 암호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암호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미션 해결을 통해 문

과정
목표

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해보면서 새로운 도
전의식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롤로그
■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 컴퓨터와 온라인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사이버 공간에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훔치거나 국가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블랙 해커(또는 크래커)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출처: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
4032810441905302

출처: 헤럴드 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
SD&mid=sec&sid1=105&oid=016&aid=00003
9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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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약 200여 명에 달하는 화이트 해커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화이트 해
커 5,000명 양성을 목표로 ‘최정예 정보 보호 실무자 양성’ 과정과 ‘차세대 보

[내용출처]:
트렌드
지식사전

안 리더 양성’과정을 마련해 전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정보보안을 위한 첫걸음 : 암호학

- 암호학(暗號學, 영어: cryptography, cryptology)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
학적 및 수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으로 수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통신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 초기의 암호는 메시지 보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군사 또는 외교적 목적으로 사
용되었지만, 현재는 메시지 보안이외에도 인증, 서명 등을 암호의 범주에 포함
시켜 우리의 일상에서 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내용출처]:
위키백과

- 암호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암호화기법은 안전한 암호체계를 설계하는 분야
이고, 암호해독기법은 기존의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 암호화기법의 암호체계 : 인증(authentication), 서명(signature), 영지식 증명
(zero-knowledge

proof),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등

[내용출처]:
두산백과

- 암호해독기법의 암호체계 : 미분해독기법(differential cryptanalysis)과 선형해독
기법(linear cryptanalysis)
- 암호체계는 열쇠관리 측면에서 관용암호체계(conventional cryptosystem)와 공
개열쇠암호체계(public key cryptosystem)로 분류되는데, 관용암호체계는 송 ·
수신자가 동일한 열쇠를 사용하며 열쇠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DES(Data
Encryption Standard)가 대표적인 예이다.
- 공개열쇠암호체계는 암호화와 복호화의 열쇠가 다르며 암호화의 열쇠는 공개
하므로 열쇠관리가 편리하다. 이 방안은 1976년 W.디피와 M.헬먼이 소개한
것으로, 암호가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 대표적인 공개열쇠암
호체계로는 RSA체계가 있다.

- 3 -

상황제시
어느 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출처]:

데 뉴스를 보던 나는 놀라운 기사를 듣게 되었다. 기사내용은 ‘화이트 해커’의 도

머니투데이

움으로 고객정보 유출 막았다는 소식이었다. 몇 달 전 악질적인 해커로 인하여

http://www.mt.

수 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고객정보 유출을 보호해주
는 해커라니! 기사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다.

co.kr/view/mtv
iew.php?type=
1&no=201405
201403302612

뉴스기자 : 최근 ‘화이트 해커(선의의 해커)’의 도움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7&outlink=1

있는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항공은 정
보보안 전문가인 고객들로부터 보안 취약성을 지적받고 이를 반영해

[내용출처]: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중

코드게이트

순 2명의 20대 화이트 해커가 해킹을 통해 ○○항공 홈페이지에서

http://ctf.code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항공

gate.org/html/

관계자는 화이트 해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화이트 해커가

Main.html
[관련동영상]

되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최고의 해커를 뽑는 대
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
다.
최고의 화이트 해커가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할까요? 자, 이제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봅시다.

http://mbn.mk
.co.kr/pages/
news/newsVi

세계 최고 해커와 보안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국제해킹방어대회 및 국제보안컨퍼런스 CODEGATE2014, 개막-

ew.php?news
_seq_no=187
6368

민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해커와 IT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총집결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및 국제보안컨퍼런스 CODEGATE 2014’를 개최합니다.

[내용출처]:

MBN뉴스

출처: 코드게이트 http://ctf.codegate.org/htm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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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내용
■ (활동 1 : 문제인식 단계) 문제 상황 분석하기
1) 위의 문제 상황을 한 줄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2)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나만의 탐구 계획을 정리해
봅시다.

■ (활동 2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검색어를 통해 정보보안전문가를 알아봅시다!
1) 정보보안전문가인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과 정
보통신에 대한 보안 영역을 폭넓게 배워야 합니다. 제시된 검색어를 통해 정
보보안전문가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해 봅시다. (※Tip : 제시된 인터넷 검색 키
워드 이외에 학생들 스스로 검색어를 찾아 사용해도 됩니다.)
검색어

검색된 주요 내용 요약

화이트해커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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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3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정보보안전문가의 첫걸음, 암호학을 배워봅시다Ⅰ(암호학의 기초)
정보보안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 분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암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암호란 무엇인가?
1) 암호는 무엇이고, 암호학에 쓰이는 다양한 용어를 조사하여 간단히 정리해 봅
시다.
암호
(Cryptograph)

용어

설명

평문
(plaintext)
암호문
(ciphertext)
암호화
(encryption)
복호화
(decryption)
키
(Key)
무결성
(integrity)
인증
(authentication)

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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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보통 암호를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미리 약속한 규칙(알고리즘)의 일
련 과정입니다.
[내용출처]:
이명구, 2000

이때, 암호문을 만들기 위해서 더해지는 ‘수’는 암호화 및 복호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암호를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사전에 약속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키(Key)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숫자 변환표>를 활용하여 ‘화이트 해커’를 암호화해보고, 변환된
암호를 복호화를 거쳐 평문으로 바꾸어 봅시다.(단, 키는 5이다.)

변환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변환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변환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ㅒ

ㅖ

변환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예시> ‘암호’의 경우 ‘ㅇ ㅏㅁ ㅎ ㅗ’에 해당하는 수를 찾으면 ‘07 14 04 13 18’
이고, 키를 더하면 ‘12 19 09 18 23’으로 암호화된다.

‘12 19 09 18 23’

에 키를 빼면 ‘07 14 04 13 18’이 되고, 복호화하면 ‘암호’가 된다.

변환 전

변환 후

암호화

화이트 해커

→
복호화

←

13 21 12 10 23 10 23 12 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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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4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정보보안전문가의 첫걸음, 암호학을 배워봅시다Ⅱ(고전 암호 방식)
◆ 고전 암호 방식
1) 과거에 사용된 고전 암호에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환자 암호와 문자의
순서를 바꾸는 전치 암호, 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적암호가 있다. 고전 암호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환자 암호

전치 암호

적 암호

2) 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는 암호의 공식
을 최초로 개척하여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고전 암호 방식 중 알베르
티 암호 원판을 만들어 봅시다.
- 재료 : 두꺼운 도화지 2장, 지우개, 압정, 사인펜
- 만드는 과정 :
1. 두꺼운 도화지에 1장에 큰 원판을 그리고, 크기가 작은 원판을 나
머지 두꺼운 도화지를 잘라 만든다.
2. 두 원판을 동심원형태로 겹치게 하고 중심에 압정과 지우개로 고
정한다.
3. 아래 그림과 같이 선을 그어 표시를 하고, 큰 원판은 고정되고 작

알베르티
암호 원판

은 원판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작은 원판은 알파벳을 순서대로 표시하고, 큰 원판은 내 마음대로
[내용출처]:

철자를 써 넣는다.

만드는 방법

이명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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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방법 :
예를 들어 ‘math’를 암호화하면 ‘ZNZGS’가 된다. 작은 원판의 a에 해
당하는 큰 원판의 문자가 Z가 암호의 키워드가 되며, 암호문의 맨 앞
에 써서 함께 전달함으로써 복호화하게 만들 수 있다.

3) 조별로 만든 알베르티 암호 원판을 통해 암호를 만들고, 암호해석을 겨루는
토너먼트를 실시해 봅시다.

4)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경우의 수를 활용하여 전치 암호를 이해해
봅시다.
(1) ‘WHITE’를 전치 암호를 이용해서 암호화할 경우 몇 가지가 가능한지 서술해
봅시다.

(2) 5글자로 된 단어를 전치 암호로 암호화해보고, 복호화한 단어를 누가 더 빨
리 맞추는지 겨뤄 봅시다.
암호

복호화

→
암호

복호화

→
- 9 -

■ (활동 5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정보보안전문가의 첫걸음, 암호학을 배워봅시다Ⅲ(현대 암호 방식)
◆ 현대 암호 방식
암호에서 중요한 것은 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이다. 암호의 핵심이 되는 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여러 명이 암호를 사용할 때 많은 수의 키
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방식(대칭키 암호 방식
이라함)의 보완책으로 1976년 Diffie와 Hellman이 공개키(Public Key) 암호 방식
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대칭키 암호 방식 :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암호화와 복호화
가 빠르고 키워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키워드가 사전에 공유되어야 하고 키를 자주 바
꾸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공개키 암호 방식 : 암호화에는 공개키를 복호화에는 비밀키를 사용한다. 개인
키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되며, 인증ㆍ전자서명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관리해야 할 키의 가짓수가 적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며 공개키 인증을
위한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대 암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방식
으로는 RSA 공개키 암호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의 원리는 소수와 소인수 분해, 함
수, 함수식 등의 수학적 개념이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다.
1) 소수는 암호를 현재 암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수
와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소수의 정의 :

소수를 구하는 방법 :

소인수 :
소인수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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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김철, 1996

20의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내용 출처]:
중학교 1학년 수학,
천재교육.

위에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소인수분해를 해 봅시다.

 :
-  :
-  :
-

2) RSA 암호 체계의 핵심 원리인 트랩도어(Trapdoor)을 조사해 봅시다.
소인수분해의 경우 큰 두 소수의 곱은 계산하기 쉬우나 역으로 큰 두 소수
의 곱으로 주어진 수를 소인수분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100자리 두 소소수의 곱인 200자리 합성수는 현재의 알고리즘과 전자기술로
소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한쪽 방향(두 소수의 곱)의 계산은 쉬우나 반대 방향(두 소수의 곱으
로 된 합성수의 소인수분해)은 엄청난 계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장치를 트
랩도어(Trapdoor)라고 한다.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초하여 미국 MIT 대학의 Rivert, Shamir, Adleman
는 1978년 RSA 암호체계를 고안하였고 이것은 Diffe와 Hellman이 제안한 공
개키 암호 방식에 대한 개념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공개키 암호로 평가받고
있다.
3) 트랩도어의 예를 살펴보면서 암호로서의 소수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두 소수
의 곱으로 이루어진 ‘3827’을 소인수분해 해 봅시다. (임의의 두 소수의 곱을 친
구들에게 문제로 내면서 누가 두 소수를 먼저 정확히 맞추는지 게임해 봅시다.)
100미만의
소수
문제1
문제2
문제3

- 11 -

[내용 출처]:
김철, 1996
한국정보학회,
2002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더라도 큰 수에 대한 소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엄청난 시
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호를 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용출처]:
두산백과

4) 소수, 서로소에 관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RSA의 공개키와 비밀 키의 계산
과정을 탐구해 봅시다. 다음은 RSA의 공개키와 비밀 키를 구하는 예시입니다.
서로소 : 공약수가 1뿐인 둘 이상의 자연수
[내용출처]:

RSA의 공개키와 비밀 키를 구하는 예시

      을 선택하고,      를 계산한다.
②          과 서로소인    을 구한다.
③    의 값을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의
값  을 구한다.
① 두 개의 소수

이때,

      은 공개키이고,          은 비밀 키이다.

5) 자유롭게 소수를 선택하여, 나만의 RSA의 공개키와 비밀 키를 구해 봅시다.
소수
선택

RSA의
공개키와
비밀키
구하는
과정

공개키

비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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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행, 2007

■ (활동 6 : 지식산출 단계)
다양한 암호 방식을 활용한 기밀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사용할 암호
방식
평문 내용

암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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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7 : 지식산출 단계)
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해 봅
시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SNS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흔
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한 번 인터넷에 공개된 자신의 개인 정보는 영원히
지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다루
는 (공개하는) 습관과 정보 윤리는 더 중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정보, 기술․공
학, 수학적 활동 등을 토대로 모둠별로 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
천 방안을 발표해보고,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리해 봅시다.

주장 :
근거 :

의제 : 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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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8 : 지식 산출 단계)
정보보안 전문가가 된 당신!!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해 봅시다!
- 우리는 그동안 정보보안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하고 조사를 했습니
다. 자신이 15년 후의 유명한 정보보안전문가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신문
기자와 인터뷰 답변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봅시다.

Q. 간단히 자기소개와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Q. 당신은 화이트해커로서 매우 유명하신데요. 이렇게 유명한 정보보안전문가
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Q. 정보보안전문가로서 꿈을 이루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Q. 본인처럼 화이트해커가 되고자 꿈을 꾸고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
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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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합니다.
(

)동료평가, (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대상

평가대상

(

평가 항목
문제 상황
분석하기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습 과목
및 내용
암호학을
배워봅시다Ⅰ
(암호학의 기초)
암호학을
배워봅시다Ⅱ
(고전 암호
방식)

)

5

4

3

2

1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정리하였는가?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탐구
계획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화이트해커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하는 과목과 학습 내
용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조사하였는가?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올바른 태도(목
소리, 속도, 시선처리 등)로 발표하는가?
암호의 뜻과 암호에 쓰이는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하였
는가?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여 암호화와 복호화를
올바르게 수행하였는가?
고전 암호 방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올바르게 조사하였
는가?
알베르티 암호원판 만들기를 올바르게 수행하였는가?
나만의 암호원판을 통해 암호를 올바르게 만들었는가?
암호해석을 겨루는 토너먼트를 잘 수행하였는가?
전치암호를 이해하고 그 예를 바르게 제시하였는가?
소수,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암호학을
배워봅시다Ⅲ
(현대 암호
방식)
나만의
기밀문서
만들기
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토론하기
정의적 태도

RSA의 트랩도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인수분해를 올
바르게 하였는가?
RSA의 공개키와 비밀키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였는가?
나만의 RSA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올바르게 구하였는
가?
만들어진 작품이 창의성이 있는가?
올바른 암호 방식을 활용하였는가?
제시한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창의성이 있는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을 잘 진행하
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질
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는가?

총합

(

)점

가. 동료평가
학생들은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나. 자기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또는 개인)을 선정 한 후 상장 또는 상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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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소개]
- 화이트 햇 해커(White Hat Hacker)
■ 해킹 기술을 이용해 해킹을 막아내는 사람
정보보안 전문가를 알기 전에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 ‘해커(hacker)’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다. 해커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기술자로, 컴퓨터 시스템의 내

[내용출처]:

부 구조와 동작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애플컴퓨터의 창업

조선뉴스프레스

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초

http://topclass.c

기에는 해커로 활동했다.

hosun.com/boar
d/view.asp?cate

해커라는 말이 신문의 사건사고란에 단골로 등장하면서 악의적인 해커와 그렇
지 않은 해커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화이트 햇(white hat) 해커’와 ‘블랙
햇(black hat) 해커’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다. 흑백영화 시절 서부극의 주인공
은 주로 흰색 모자를, 악당은 검정색 모자를 쓴 데서 비롯된 말이다. 화이트 햇
해커와 블랙 햇 해커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 목적은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
만큼이나 명백하게 다르다. 블랙 햇 해커가 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버는 데 해킹
기술을 이용하는 반면, 화이트 햇 해커는 해킹 기술을 통해 블랙 햇 해커에 대응
하는 방법을 찾아내 보안을 강화한다. 실제 웹사이트가 아닌 가상 환경에서 해킹
기법을 익히며, 해킹대회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는 화이트 햇 해커들은
보안 전문기업이나 백신 개발기업, 일반 기업의 정보보안 부서, 국가기관 등에 소
속되어 정보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한 보안 전문기업에 보안기술연구팀 팀장은 정보보안 전문가를 의사에 비유했
다. 의사는 예방접종으로 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며,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처방해 낫게 한다. 정보보안 전문가도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정보망에서 취약한 점을 파악해 보안체계를 마련하며, 사이버상의 공
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정보를 관리한다. 해킹을 당했을 때는 정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새로운 보안체계를 만든다.
사이버상의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스템에 대한 전
반적 기반 지식이 필수적이다. 매번 새로운 기법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 기
술을 익히는 일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보안상의 문제를 발견해내야 하므로 치밀
하고 꼼꼼한 성격이 유리하며, 문제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
로 쉽게 지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 현직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정보보안 전문
가의 자질로 윤리의식을 첫손에 꼽는다. 높은 수준의 해킹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
람들인 만큼, 범죄의 유혹도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통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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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L&tnu=2
01311100026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악성코드 감염율 1위, 유포율 3위에 달하는 나라다. 하지
만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정보보안 전문가는 200~300명 정도다. 2009년 디도스 대
란과 올해 잇따른 사이버테러 등을 계기로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
한 프로그램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
램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시작했으며, 라온시큐어와 안랩, 시만텍코리아, 인
포섹 등 보안 전문기업에도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고려대·경기대·세종대 등에서 정보보안 관련학과를 신설해 대학에서 정보보안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할 기회도 생겼다. 이외에 컴퓨터공학과·전자공학과 같은 컴퓨
터 관련학과나 수학이나 통계학 등 암호 해독에 유리한 분야를 전공하면 업무수
행에 유리하다. 정보보안 기술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한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 시스템 보
안, 네트워크 보안,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관련 법규 등의
필기시험과 정보보안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7~8월에 걸쳐
진행된 1회 시험은 6500여 명이 응시해 4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세
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kisq.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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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4~6 차시
각종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스텔스(Stealth) 기술을 넘어서)

[[학생용]
학생용]

중학교

각종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STEAM

(스텔스(Stealth) 기술을 넘어서)
학습목표

과

- 물체를 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

- 파동의 진행에서 반사와 굴절 현상을 이해한다.

미

-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제를 설정할 수

200
9개
정교
육과

술

있다.

정
기
술
가

-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 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

내용
목표

- 물체를 보는 원리와 빛의 반사와 굴절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
할 수 있다.
- 스텔스 기술이 응용된 작품을 디자인하고 이를 만들 수 있다.

- 스텔스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미션 해결을
과정
목표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해보면서 새로운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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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스텔스(stealth) 기술

[내용출처]:

국가의 안보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 스텔스 기술

두산백과
http://terms.nav
er.com/entry.nh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 기능을 말한다. 스텔스 기술의 가장 중

n?docId=11788

요한 원리는 전파의 반사와 굴절의 성질이다. 따라서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시키

03&cid=40942

는 전투기 또는 함정의 표면 소재와 형태가 중요하다.

&categoryId=31
738

스텔스 기술로 만든 항공기나
함정의 표면은 전파흡수재를 도료
로 사용한다. 즉 적의 레이터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나 눈
에 띄지 않고 원하는 임무를 수행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B-2 스피리트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스텔스

출처: dod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178803
&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

기의 종류로는 F-117, B-2, F-22
등이 있다.

%2F2765_000_1%2F20131013115002410_C9KHS1S2U.jpg
%2F24946.jpg%3Ftype%3Dm4500_4500_fst%26wm%3D
N&categoryId=31738

[내용출처]:

■ 영화 속 투명 망토

MBN 기사

해리포터 투명 망토를 만들 수 있었던

http://news.nav

원리는 무엇일까요?

er.com/main/re
ad.nhn?mode=L
SD&mid=sec&si

해리포터 투명 망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d1=104&oid=0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이 미세 구조는

19&aid=000220

전자기파를 굴절시키는 성질이 있다.

4172

따라서 투명 망토 겉 표면에는 특수한 패턴

영화 ‘해리포터’의 한 장면

으로 새겨진 700개의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에 있는 메타 물질이 빛의 속도와 각도를 바꾸어서 빛이 물체에 부딪
히지 못하고 다시 돌아나가게 되는데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게 되면서 사람
의 눈으로 투명망토로 가린 물체를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해리포터
투명 망토를 만들 수 있었던 원리는 빛이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사람이 물
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21 -

■ 스마트 메타물질

[내용출처]:
동아일보

스마트 메타물질의 기본 원리는 빛의 굴절입니다.
자연적으로 빛이 굴절하는 것을 스마트 메타물질이 인공적으로 꺾이게 만드는
원리이죠.

http://news.nav
er.com/main/re
ad.nhn?mode=L

우리가 자동차를 본다는 것은 빛이 오다가 자동차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SD&mid=sec&si

볼 수 있는 것인데 메타물질을 자동차 위에 덮으면 빛이 꺾여서 자동차 뒤에 있

d1=105&oid=0

는 것이 보이는 원리입니다.

20&aid=000253
6103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발명한 메타물질은 탄력성이 없
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 어려웠던 반면 국내 연구
진은 스마트 메타물질에 탄력성을 넣어서 어떤 모양으
로도 변형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곳에 접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투기 및 잠수함 등에 스텔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광 디스플레이나, 의료기기 등에도
다양하게 이용될 첨단 기술이 될 거라고 예측된다고 합
출처: 동아일보

니다.

http://news.naver.com/ma

정말 대단한 과학 기술이 아닐 수 없네요.
덮으면 눈앞에서 사라지는 투명망토!

in/read.nhn?mode=LSD&
mid=sec&sid1=105&oid=
020&aid=0002536103

정말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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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창의적 사고 기법

기법

이순연(2003).

창의적 사고 기법의 내용

적용

사고

창의력이

세계

로 흐른다.

유형
※학습유의점
창의적

ㆍ이미지와 핵심단어, 색과 부호를 사용하여 마음속

창의적인 사고를 유

의 지도를 그리듯 기호와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

마인
드맵
기법
(Mind

하는 두뇌 계발 기법이다.

도하는 방법은 다양

-글감 찾기, 한단

ㆍ제목을 핵심단어나 중심이미지로 하여 한가운데 원의
나타내기

하며 크게 확산적

정리단계,

사고와 수렴적 사고

피드백이 필요할

ㆍ중심이미지에서 주요 주제나 아이디어를 방사(4-5 때,
개): 제1가지

사고기법:

기법이 있다. 확산

학습과정의

적 사고 기법은 다

결손부분 파악용

양한 아이디어를 산

map) ㆍ제2가지 중심 이미지로 하여 떠오르는 생각 연결: 이

출하는 방법이라면
수렴점 사고는 여러

제3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ㆍ완성된 마인드맵을 보고 주제를 정리

수렴하게 하는 방법
이다. 학생 대부분

브레 ㆍ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 -집단적, 개인적
모두 유용, 모든
인
을 두고 가능한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
스토

교과에

기 위한 기법이다.

밍기 ㆍ양이 질을 낳는다. 아이디어의 수가 많을수록 더
법

좋다.

ㆍ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들을 조합 발전시킨다.

기 때문에 창의적

적

설계과정에 이런 사

신장

사

고 기법을 활용하는

고

것은 유용할 것이다.

에 효과적

스캠

다각적인 사고를 해봄으로써 아이디어를 얻는 기 용

퍼기

법이다.
-기존의

제품을

(SCA ㆍA(adapt, 응용하기)ㆍE(eliminate, 제거하기)

다소간 개조하여

MPER ㆍM(modify-magnify-minify, 수정, 확대, 축소하기)

신제품을 발명해

)

ㆍP(put to other use, 새로운 용도)

내는데 유용하게

ㆍR(rearrange-reverse, 재배열하기, 순서바꾸기)

활용하는 질문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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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는지 잘 모르

유창성과 융통성

ㆍ미리 문제해결의 착안점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 필요할 때 활

ㆍS(substitute, 대치하기)ㆍC(combine, 결합하기)

창의적인 사고를 이

산

-아이디어의 자극

법

확

적용됨,

(Brain ㆍ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유보한다. -수줍어하는 학생
storm ㆍ아이디어는 거칠고 자유분방한 것일수록 더 좋다. 의 발표력 신장
ing)

이 어떤 방법으로

-한정된 역할제시
ㆍ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바꾸어 쓰면서 자신이

육색

쓴 모자 색깔이 표상하는 유형의 사고를 해보는
기법이다.

-일상적인 사고틀
과는 다른 각도

사고 ㆍ하얀모자: 중립이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의 에서 사고
모자 미
기법 ㆍ빨간모자: 분노, 격정, 육감, 직감, 인상과 같은 감
(Six 정이나 정서

-정보와 논리, 감
정분리

thinki ㆍ노란모자: 긍정적사고, 낙관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규칙을 충분히
ng ㆍ검은모자: 논리적이며 부정적인 사고
익혀 방법을 이
hats)

ㆍ녹색모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대안
의 탐색
ㆍ파란모자: 전체적인 통제, 요약, 고찰, 결론내리기

해하면 모든 교
과 어느 단계에
서 수시로 활용
용이

ㆍ창의성의 근원을 상상력으로 보고 상상력의 원 -다양한 아이디어
천은 연상력으로 보며 결국 유연한 사고로 상상 의 발상과 활발
력을 기르는 기법이다.

한 사고 작용이

연상 ㆍ자유연상법과 통제연상법이 있다.
법

일어남

ㆍ자유연상법은 모든 아이디어 생성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통제 연상법은 자유 연상에서 -문제의 창의적인
어느 정도 제한된 조건을 주어서 통제된 연상을 발견과 해결안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찾아낼 수 있음

ㆍ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을 다룰 때 열린 마음의
태도로 다루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

PMI
기법

는 기법이다.
ㆍ결정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 부
정적 측면, 재미있는 측면 등으로 대안의 측면들
을 고려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다.
ㆍ어떤 문제 장면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

-주의집중의 도구
-아이디어들,

각

종 제안들, 연구
계획서 등을 처
리하는데 적용

팅
(High
lighti

렴
적

하이
라이

수

사
-특별한

훈련이

ㆍ히트(hits)한 아이디어들을 관련된 것끼리 묶어 불필요함
해결을 위한 적중영역(hot spots)을 만들고 수정
발전시켜 더 나은 대안으로 만드는 기법

-간단하고
효과적임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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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고

상황제시
매년 ○○중학교에서는 5월을 맞아 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날에는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개최가 되고, 모든 학생들이 1개 이상의 대
회에 참여해보면서 자신의 과학적 소양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글라이더 만
들기, 고무동력기 만들기, 물로켓 만들기, 과학 독후감쓰기, 과학그림그리기 등 우
리들만의 통통 튀는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학교사 : 얘들아, 다음 주 수요일에 과학탐구대회가 있는지 다들 알고 있지?
학생들 : 네!! 하하
과학교사 :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종목이 있는데...궁금하지 않아?
A학생 : 음…뭔데요? 궁금해요!!
과학교사 : 과학공모전(또는 UCC만들기)이란다. 하하하.
B학생 : 주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주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과학교사 : 음… 사실, 공모전의 주제가 오늘 수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단다.
일종에 마술과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열심히만 한다
면 다들 좋은 성적으로 상을 탈 수 있을 거야. 아차, 이번에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대표로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도 출전할 기회를
준다니깐 최선을 다해보렴.
C학생 : 우와~~~ 정말요. 정말 오늘 수업은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해야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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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내용
■ (활동 1 : 문제인식 및 예술적 발상 단계)
문제 상황 분석 및 발상
1) 위의 문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2) 과학공모전을 통해 과학에 관한 주제를 가진 작품을 만들었던 경험을 친구들
에게 발표해보고,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들
었던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봅시다.

어떤 물체를 각종 시스템으로부터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스텔스(stealth)라고 합
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각종 보안 및 안전장치에 스텔스 기
술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은 빛의 흡수, 반사, 굴
절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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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2 : 아이디어 창안 단계)
스텔스 기술-광학미채(Optical Camouflage)
광학 미채 [ Optical Camouflage, Active Camouflage, 光學迷彩]

[내용출처]:
http://zombieflo

1. 광학 미채란?

wer.blog.me/70

광학 미채란, 과학적인 어떤 수단과 원리를 응용해 시각적(광학적)으로 대상을
투명화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034526411
[관련동영상]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의류에서 최첨단 병기에 이르기까지 색이나 모양을 배경
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변경한 후, 시각적으로 위장하거나 또는 빛을 투과거나 진
로를 바꾸어 시각적으로 아예 볼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자는 카멜레온이나 오징어 등의 위장술에 비교할 수 있고, 후자는 필립K.
딕의 SF작품에 등장하는 점프 슈트, 윌리엄 깁슨의 작품 중에 등장하는 의태 폴

http://news.n

리 카본, 영화 [프레데터]에서 이성인이 사용하는 클로킹 기술, 영화 [스타트렉]에

aver.com/mai

등장하는 우주 전함용 차폐 장치(Cloaking device), 에디 머피가 주연한 영화 [아

n/read.nhn?m

이 스파이]에 등장하는 전투기에 사용된 시각적 스텔스 기술 등, 다양한 예를 살

o de=L POD &

펴볼 수 있다.

mid=tvh&oid

1) 아래 예시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QR코드를 인식하고 광학미채의 예를 살

=052&aid=00

펴봅시다. 주어진 예시 이외에 영화, 서적, UCC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광학미

00406563

채의 예를 한 가지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출처: YTN뉴스

광학 미채의 예

설명

출처: 영화 [해리포터]

http://www.youtube.com/wat
ch?v=Y1l2xaZN5Rk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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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학 미채의 아이디어
카멜레온과 같이 주위의 색이나 모양에 따라 체표면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은
센서와 컴퓨터를 병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위장술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은 빛을 완전히 투과하거나 교란시키는 것으로 특
수한 소재나 구조를 가진 섬유를 사용해 사용자의 주변의 빛을 인식자로 하여금
착란 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빛의 진로를 바꿔 놓는 방법입니다.
빛의 성질을 알아보고, 물체를 보는 원리를 통해 스텔스 기술(광학미채)을 탐구
하기 위한 활동을 해 봅시다.

[내용 출처]:
중학교

1)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한다. 빛은 공기 중에서 장

과학2,

천재교육.

애물이 없이 어떻게 진행하여 나아가는지 레이저와 분무기(또는 향), 투명수조
등을 활용하여 살펴봅시다.

빛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물을 담아 분무기를 뿌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2) 조별로 다양한 도구(거울, 수조, 물, 우유, 레이저 등)를 활용하여 빛의 성질을
알아보고, 사람이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를 빛의 성질과 관련하여 친구들에
게 발표해 봅시다.

빛의 성질
[내용 출처]:
중학교
천재교육.

물체를 보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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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2,

■ (활동 3 : 아이디어 창안 단계)
스텔스 기술-광학미채 구현하기
-마술일까? 빛의 굴절과 반사에 의해 사라지는 물체
광학미채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빛의 경로를 바꾸는 것이며, 이때 빛의 반
사와 굴절을 활용할 수 있다. 빛의 반사와 굴절 실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물체를
왜곡되게 하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1) 빛의 반사 성질을 활용하여 물체를 사라지게 해 봅시다.
-준비물 : A4종이, OHP필름, 유성사인펜, 투명캡슐(또는 지퍼백), 코팅지
-과정 :

(1) 가로 3cm, 세로 3cm인 종이 위에 사인펜을 활용하여 원하는 모양의 그림
을 그린다.
(2) 가로 3.5cm, 세로 3.5cm인 OHP필름을 자른다.
(3) OHP필름에 사인펜으로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의 외곽선만 따라 그린다.
(4) 종이 가장자리에 풀칠을 하여 OHP필름을 붙인다.
(5) 만들어진 그림을 코팅지에 넣어 코팅하고 테두리를 여유 있게(가로 4cm,
세로 4cm) 자른다.
(6) 투명캡슐 안에 물과 함께 넣는다(단, 캡슐 안에 공기 방울이 안 들어가게
한다).
(7) 투명캡슐을 위아래로 흔들어보면서 관찰해본다.

-결과 및 정리
(1) 투명캡슐 안에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봅시다.

(2) 그림이 위치에 따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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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의 굴절 성질을 활용하여 물체를 사라지게 해 봅시다.
-준비물 : 여러 개의 유리막대, 식용유, 비커
-과정 :

(1) 비커에 물과 식용유를 넣는다.
(2) 여러 개의 유리막대를 넣으면서 관찰해본다.

-결과 및 정리
(1) 물과 식용유에 유리막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봅시다.

(2) 액체의 종류에 따라 유리막대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3) 빛을 반사 또는 굴절시키는 특수한 소재가 개발되었다면 해리포터의 투명망토
처럼 광학미채가 가능할지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여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주장 :

(가능 / 불가능)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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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4 : 아이디어 창안 단계)
스텔스 기술-스텔스 웨어(Stealth ware)
전직 CI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은 인터넷 감시망인 프리즘을 폭
로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스노든은 인터넷 감시망 시스템인 프리즘을 고발했지
만 인터넷 뿐 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할 수 있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양

[내용출처]:
giantt
http://giantt.co.
kr/?p=1907

한 영감이 적용된 새로운 보
완 제품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표면에
도장되는 도료에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료 성분에 의
해 레이더망을 반사 또는 흡
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런 개념에 연장선으로 스쿺

전신을 감싸는 스텔스 웨어

[관련기사]

출처: giantt http://giantt.co.kr/?p=1907

오브 비쥬얼 아트의 애덤 하비 교수는 스텔스의 개념을 의류에 접목시켰습니다.
이 스텔스웨어는 전투기에 도포되는 스텔스 도료처럼 반사 금속섬유를 이용하
여 열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 요즘 공중 무인 경계기(일명 드론) 뉴스가 이슈화 되고 있고, 구글글래스 또는
CCTV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들어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
차별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를 스케치 해 봅시다.

의류
이름

스
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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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P뉴스

※ 드론 :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
콥터 모양의 비행체
※ 구글글래스 : 구글이 만든 ‘스마트안경’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컴퓨
터이다.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사진도 찍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내용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

드론 ‘닉시’
http://www.it.co.kr/news/m

구글글래스

ediaitNewsView.php?nSeq

http://news.naver.com/m

=2749768

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4&oi
d=112&aid=0002543922

2) 자신이 스케치한 스텔스웨어 의류가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각종 감시 장

er.com/entry.nh
n?docId=10854
99&cid=40942
&categoryId=32
367

치로부터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과학적, 기술공학적, 예술적 요소들

[내용출처]:

을 고려하여 설명해 봅시다.

트랜드

지식사

전
http://terms.nav
er.com/entry.nh
n?docId=20703
34&cid=43670
&categoryId=43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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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5 : 작품 산출 및 작품 감상 단계)
스텔스 개념이 활용된 작품 만들기
<공모전 포스터>

스텔스 개념이 활용된
작품 만들기

출처: 뉴스핌
http://www.newspim.com/view.js
p?newsId=20120119000300

공모주제
스텔스 개념이 활용된 작품 만들기
◎ 포함될 내용
- 광학미채 또는 스텔스웨어의 개념을 활용할 것
- 광학미채 : 물체를 완전히 숨기거나 사라지게 하는 과정 및 결과가
작품에서 드러나야 함
- 스텔스웨어 : 각종 감지센서 또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는 보호도구 또는 의상을 만들되 실제로 구현되지 않
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주로 평가할 것임
- 구성된 작품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설명을 반드시 기술할 것
- 아이디어 산출과정이 간단히 들어갈 것
(창의적 사고 기법(발산적 방법, 수렴적 방법) 중 1개 이상 사용)
- 작품이 아닌 UCC제작을 하여 발표하는 것도 가능함(단, UCC제작
의 경우, 조원들의 얼굴이 모두 한번이상 나올 것, 시간제한 : 1
분, 스톱모션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음)

◎ 공모일정, 대상
- ○○○○년 ○○월 ○○일∼ ○○월 ○○일

◎ 시상내역
- 방과후 통닭 및 맛있는 간식

◎ 접수방법
- 심사기준 : 창의성, 의사전달력 표현력, 예술성, 조원의 단결 및
화합, 재미, 작품의 독창성 및 실용성, 과학적 원리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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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공모제에 참여해 봅시다. 작품 이름을 붙여보고, 작품을 설계하여 만
들어 봅시다.

작품
이름
작품 구성

작품 설명
작품
설계
(또는
UCC
시나리
오)

과학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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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

)동료평가 , (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대상

(

평가 점수
평가 항목

5

(매우우수)

문제 상황
분석 및 발상
스텔스
기술-광학미
채

스텔스
기술-광학미
채 구현하기

스텔스
기술-스텔스
웨어

4

(우수)

)
3

2

(보통)

(미흡)

1

(매우미흡)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정리하였는가?
과학적 주제에 관한 작품 만들기 경험이나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이고 자유롭게 기술하였는가?
광학 미채에 대한 알맞은 예를 찾아 논리
적으로 기술하여 정리하였는가?
빛의 성질(빛의 직진성, 빛의 반사, 빛의 굴
절)과 물체를 보는 원리에 관한 물음에 바
르게 답하였는가?
빛의 반사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가 사라지
는 실험 수행을 올바르게 하였는가?
빛의 굴절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가 사라지
는 실험 수행을 올바르게 하였는가?
광학미채가 과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기
술하였는가?
드론, 구글글래스와 같은 무차별적 사생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를
창의적으로 스케치하였는가?
과학적, 기술공학적, 예술적 요소들을 고려
하여 스케치한 의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
고 있는가?
작품에 창의성이 있는가?
발표에 의사전달력과 표현력이 탁월한가?

스텔스
개념이
활용된 작품
만들기

정의적 태도

작품에 예술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원 간의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졌는가?
작품이 실용성이 가지고 있는가?
작품에 과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그 설명을
기술하고 있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
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
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는가?

총합

(

)점

가. 동료평가
학생들은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나. 자기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 또는 개인에게 상장, 상품, 토큰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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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소개]
- 신소재 관련 직업
■ 신소재 공학과
신소재 공학은 소재의 물성을 연구하는 과학과 구조물의 구성요소를 이용한
응용을 결합하는 학문입니다.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는 현대 과학기술 시대는 다
양한 산업재료 및 첨단재료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 경쟁
력에 중요한 기간소재산업인 철강 산업을 비롯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
차산업, 선박산업, 항공 산업, 기계산 업 및 전자산업 등에 필요한 산업재료의 제
조 및 생산기술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으로 도약하
기
료,
다.
를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산업에 필요한 기술 집약적인 신소재, 생체재료, 기능재
환경재료, 극한재료 등의 첨단재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소재 공학과는 산업재료 및 첨단과학 재료
연구 및 개발하며, 또한 이를 위한 제조, 가공 및 특성 분석을 학문적 이론과

실험을 통해 광범위하게 습득 연마함으로써 교육기관,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필
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강의하고 연구합니다. 신소재
공학과에서는 신소재의 기본적 제조공정 및 이론,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성질 및 거동, 재료설계방법 및 소재 선택법,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익히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
[첨단소재공학] 현대 산업에서의 소재에 관한 정의와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을 이
해하고 재료과학의 기본 이론, 첨단 신소재에 관한 원리와 제조방법, 응용분야에
대해 배웁니다.
[재료 과학] 주요 공학, 산업 재료들의 종류, 구조, 공정, 특성 및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호간의 과학적, 실용적,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배웁니다.
[금속조직학] 금속의 성질을 좌우하는 금속의 조직에 대하여 광범위한 응용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재료열역학] 열역학의 여러 법칙을 기초로 하여 1성분계의 상평형, 응축상의 반
응, 용액의 성질, 2성분계의 상태도, 반응평형 등 열역학의 재료 공학적 응용에
대해 배웁니다.
[무기 재료 공학] 세라믹공학과 실제 응용에 대한지식과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세라믹 소재들에 대한 구조와 특성 그리고 공정기술에 대하여 배웁니다.
<관련 자격증>
비파괴검사기사, 세라믹기사, 금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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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http://blog.nave
r.com/ilyang225
?Redirect=Log&
logNo=3009244
6425

■ 신소재 응용과
신소재의 개발을 위하여 금속, 세라믹스, 전자 및 고분자 소재에 대한 이론적인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
니다. 신소재응용과는 21세기를 주도할 바이오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정밀화
학기술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
로 바른 인격과 지성을 갖춘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
습니다. 신소재 응용과에서는 신소재 기초화학, 유기화학, 신소재분석, 프로세스공
학개론, 생활과신소재, 신소재실험 등의 과목을 통한 교육도 함께 익히게 될 것입

[내용 출처]: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http://terms.nav
er.com/entry.nh
n?docId=91769
0&cid=522&cat
egoryId=1222

니다.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
[유기화학] 탄소화합물에 대한 화학이며, 생체화합물의 대부분이 유기화학에 속하
므로 생물화학의 바탕이 될 뿐 아니라 생물학 및 의약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
으므로 유기화학의 기초지식, 화학반응기구, 화학적 성질에 관한 지식을 통해 유
기물의 합성방식과 특성을 이해하고 배웁니다.
[시스템공학] 시스템의 이론과 생한 체제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자동화와
정보 통합화의 시스템을 이론과 실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적용방향 능력을 배웁
니다.
[기기분석] 전자공학, 광학 등의 기초를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한 기기, 자외-가시
광선 분광법, 형광법, 원자흡광법, 적외선분광법, 핵자기공명법, 질량분석법 등을
배웁니다.
[생화학] 세포 구성성분들의 화학적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등의 생체 고분자물질의 화학적 구조와 성질 및 각각의 기능을
익히고 효소의 기능, 효소반응 속도론, 에너지론 등에 대해 배웁니다.
[고분자공학] 고분자의 실제적인 응용을 위해서 고분자의 물리적, 열적, 기계적
성질에 대한 고찰과 이의 응용물성 시험법을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공공정
의 공학적, 기술적인 특성을 익히며 배웁니다.
<관련 자격증>
표면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금속가공산업기사, 화공
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 공업화학 분야
[내용 출처]:

전자재료·신소재·정밀화학·촉매·생물공학·환경공학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여
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신소재분야는 기존 화합물의 성
질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무기재료를 창출하고자 할 것이며,
생체 내에서 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새로운 고분자물질의 등장으로 값싼 인공장
기들이 개발되어 보편화될 전망이다. 또한 신 요업재료와 실리콘을 포함한, 전자
공업재료 등 무기재료의 제조공정 및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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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
발원
http://terms.nav
er.com/entry.nh
n?docId=52360
3&cid=1608&ca
tegoryId=1608

중학교

7~8 차시
보안시스템의 진화, 화자인식기술
(범죄예방과 대처)

[[학생용]
학생용]

중학교

보안시스템의 진화, 화자인식 기술

STEAM

(범죄예방과 대처)
학습목표

과
학

- 파동의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부터 소리의 세기, 높낮이, 맵
시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이미지, 소리 등의 멀티미디어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로

2009
개정

정

교육

보

과정

표현되어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기에 저장되고 사용됨을
이해한다.
-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순서도나 의사 코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미
술

-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제를 설정
할 수 있다.

- 소리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파동의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부터 소
내용
목표

리의 세기, 높낮이, 맵시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화자인식의 원리를 탐구하면서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순서도나
의사 코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개인정보보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화자인식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대처, 보안과 안전장치에
관해 논의하면서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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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내용 출처]:

■ 생체인식(Biometrics)기술 – 음성인식기술

정연덕(2004).
생체인식기술

1. 생체인식기술의 정의

(Biometrics)의

Biometrics는 신체특성 또는 행위

효과적 활용과

특성을 자동적으로 측정하여 신원

문제점.

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신체
정보는 인간의 신체에서 직접적으
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지문
인식(Fingerprint), 홍채 인식(Iris scan), 망막 인식(Retina- scan), 손
모양(Hand geo- metry), 안면 인식
(Facial recognition)의 방법이 있다.

출처: ZDNET Korea.

행위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음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인식(Voice

recognition),

서명

mid=sec&sid1=105&oid=092&aid=0002015436

(Signature- scan)등이 이용된다.
2. 생체인식기술의 장점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신체는 많은
비밀번호와 암호를 담고 있다. 이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비밀번호나 ID처럼 잊을
수 없다. 생체인식기술의 특성은 각 개인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비밀번호 유지에 필요한 비용절감과 비밀번호가 공유되거나 누
출되지 않으므로 보안성의 향상 효과가 있다.

[내용 출처]:

3. 생체인식 시스템의 과정
생체인식 시스템은 획득, 특징추출, 비교, 유사도 판정 과정을 통해 동일인임을
판단한다.

유진투자증권,
KISIA (지식정보
보안산업협회).

획득

생체특성을 디지털형태로 변환

특징추출

사람마다 고유하면서 변별력이 높은 특징점 추출

비교

등록된 특징과 입력된 특징을 신속/정확하게 비교

유사도 판정

비교된 두 특징들이 동일인의 특성인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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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정보

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4. 생체인식기술의 종류-음성인식기술
◎ 음성(Voice)인식
1) 특징 : 음성인식 시스템은 개인의 독특한 말(speech)패턴 특성에 의존한다.
대부분 음성인식 시스템은 인식을 위해서 특별한 단어가 말해져야 하는 텍스트
(text)에 의존한다. 음성인식기술은 사람의 목소리를 1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샘
플링하여 음성 주파수 그래프 형태로 저장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2) 장단점 :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생
체인식기술이다. 음성 인식은 편리하지만
다른 생체인식기술만큼 신뢰성이 없다. 감
기나 후두염 환자가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성
인식은 생체인식기술 중에서 가장 까다롭
고 부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소음이나 잡음 등이 혼입될 수 있어 다른

출처: Apple iPhone의 Siri

생체인식기술에 비해 인식률이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공공장소보다 조용한 실내에 적합하다.

■ 화자인식(식별)-범죄과학
1) 음성연구실에서는 유괴, 공공물 폭파협박, 독극물 투입협박, 전화폭력, 각종 사
기사건 등 다양한 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녹음된
사람의 음성이나 그 이외의 소리들로부터 사건해결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증거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 시간파형, 스
펙트로그램, 주파수 스펙트럼, 진폭 포락선 등-로 분석된다.
2) 화자인식(식별)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망을 이요한
범죄에서는 얼굴 없는 목소리가 중요한 개인 식별의 수단이 된다. 음성에 의한
개인식별이란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는 화자인식
(Speaker Recognition)이라 하며 화자식별(Speaker Identification)과 화자확인
(Speaker Verification)으로 구분되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실제 범죄사건
에 관련해서는 주로 범인 음성과 지정된 용의자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므로 화자확인이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정된 용의자는 수십, 수백 명
의 용의자들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므로 화자식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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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홍수기(2006).
음성 개인식별.

■ 화자인식의 활용 사례
-범죄예방과 해결, 각종 첨단제품에 이르기까지
음성이 범인을 식별하는 단서로 처음으로 이용된 것은 1660년 영국의 찰스 1세의 죽
음에 관계된 재판이었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용의자 음성
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범인 음성과 동일인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37년 비행기로 대서양 무착륙 횡단에 처음으로 성공한 린드버그의 자식이 유괴되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고, 음성을 듣고 범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신뢰성이 처음으로 문제
시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음성의 개인성이라는 것이 과정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미육군에서는 목소리 식별이 하나의 중요한 과저였다. 적의 무전병
의 목소리를 분석함으로써 무전병이 소속된 부대의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1960년도 들어서면서 비행기 납치, 폭발예고, 유괴, 공갈, 협박, 사건제보 등
으로 인해 항공사 및 수사기관은 만은 불편을 겪게 되어 FBI는 화자식별에 관한 연구를
벨 연구에 의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부터 음성에 의한 개인식별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8
년 Y양 유괴사건의 범인 음성이 TV에서 공개되고 약 50명의 제보자들 중에 H라는 사람
의 음성이 범인의 음성임이 확인되어 검거되었다. 1991년에는 7차례에 걸쳐 여자들을 폭
행한 후 금품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범인이 매번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화자식별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어 완강히 부인하던 범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화자인식 큰 범위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인식기
술은 범죄예방과 해결 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장비에 인터페이스로 활용되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 표는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기계적인 조작 없이 음성을 통해 실행하고 제어하는 조작체계) 활용 목적 및
분야별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활용 목적
기기의
조작

분야
멀티미디어

사례
스마트폰 앱으로 IPTV 프로그램 음성검색 지원

게임

게임기 중 음성 및 동작인식장치인 Kinect

가전

일본 로봇 chapit은 음성인식명령을 인식

휴대폰

스마트폰 앱스토어는 2,500개 이상의 음성제어 앱

이동 및

자동차

주행 중 다른 기기에 대한 음성 제어기능 지원

작업 중

국방

미공군 전투기의 조종사의 음성 제어기능 지원

동시제어

보건

음성인식전자의료기록체계 dragon

물류

음성인식 기반 물류관리프로그램 Voice를 사용

개인화
서비스

금융/보안

음성식별 및 음성뱅킹서비스 제공

실시간

통역서비스

15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통역 스마트폰

정보처리

방소서비스

일본 모 방송사는 실시간 자동

- 42 -

[내용 출처]:
NIPA(2011)

■이 활동을 수행

■ 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하기 위해서 학생

Flipped learning은 이전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수업 학습 활동을 교실 수업

들은 수업 전에 아
래의 사이트에 들어

과 수업 전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 교실 수업의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가서 동영상을 시청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거꾸로 수업은 이전에 이루어

하고, 수업에 참여

지던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집에서 숙제를 수행하는 학습과정의

해야 합니다.

순서와 학습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교실 수업에 이루어지던 학습내용을 집
에서 학습하고, 집에서 했던 숙제를 교실 수업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교실 수업

■(거꾸로 학습)

전 학습 활동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스마트 매체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관련 동영상

이때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Flipped learning에서는 교실 수업의 100% 시간을 온전히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사용하며 학습의 목적을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lipped learning을 통해 학습자는

①첨단안전보안장치
_중학교7-8차시
_Flipped Learning
동영상_소리의 특
성.avi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반복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습 코치가 되어 학생들에게 더 긴밀하고 적절한 도

②Flipped Learning
동영상 참고자료

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업 전 교사가 미리 제공한 동영상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소리의 3요소와 소리의 파형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빈 칸을 채워 봅시다.

➂출처:EBS 클립뱅
크 – 과학(소리는
파동이다)
http://www.ebs.co.kr
/replay/show?prodI

소리의 3요소

소리의 높낮이

d=7638&lectId=303
8741

파형의 관계

파형의 진폭
모바일 장비가 지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트북을 활용하여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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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대한민국은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한 개그 코너의 소재로 보이스피싱이
쓰이고 있으니 씁쓸한 기분이 들 정도이다. 지난 주 학교 수업시간의 일이다. 수업도중 스
피커를 통해 다급한 교감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아~ 수업 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2학년 1반에 김 아무개 학생은 지금 바로 1층 교무

[관련 동영상]

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무개학생은 지금 즉시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이였던 아무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교무실로
뛰어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무개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자기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http://vod.sbs.co.kr/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않

sw13/netv/player/n

으셨지만, 전화로 김 아무개의 우는 목소리를 실제로 들려

etv_player.jsp?uccid

주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화

=10000153103&bo

상으로 들리는 학생의 목소리가 실제 자신의 아들인지 확

xid=&st=0&cooper

인만 되었어도 어머니는 덜 불안해하셨을 것이다. 어린 학

=NAVER

생을 빌미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금전적인 피해

[출처]

도 주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무섭
기만 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느 신문에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기사로 실려 있었다.

출처: 금융감독원

SBS-[사기예방프로

http://phishing-keeper.fss.or.

젝트]

kr/fss/vstop/avoid/paper_v.js

-모바일 장비가 지

p?seq=16

원되지 않는 경우에
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을 시청

언어연구소, 대검찰청과 합동 연구로 소리 구분하는 과학수사 기술개발

할 수 있다.

○○대 언어연구소와 대검찰청의 합동 연구로 개인별 목소리를 완벽에 가깝게 구
분할 수 있는 음성 식별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50쌍의 목소리
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유전자는 동일해도 개인별 음성의 특징인 성문은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란성 쌍둥이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면,

[내용 출처]:

일반 범죄자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검찰청은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결과를 유괴범죄나 전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수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http://www.snu.ac.kr

전망하고 있다.

/research/highlights

…중략

?bm=p&bbsidx=74

연구자들이 대검찰청의 최신 음성분석 기술이 자동 화자 인식 시스템에 남자 쌍둥이 20쌍의
목소리를 입력했을 때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원이 확인됐다. 단순히 ‘구별이 가능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용적 가능성까지 검증된 셈이다.

정말 화자인식기술을 활용한다면 범죄예방 및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음성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만 있다
면 보이스피싱, 아동유괴와 같은 범죄예방 뿐 아니라 도어락, 개인금고의 패스워
드(화자인증)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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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print=yes

활동과 내용
■ (활동 1 : 문제인식 단계) 문제 상황 분석하기
1) 위의 문제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음성(소리) 분석하기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써 봅시다.

■ (활동 2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화자인식의 활용 사례 조사하기
- 화자인식의 예를 신문기사, 서적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
여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Tip : 인터넷 검색 키워드-화자인식, 음성인식,
성문, 과학수사 등)
화자인식의
활용 유형

사례

범죄사건의 해결

첨단제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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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3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화자인식(식별)의 방법Ⅰ(청각 활용하기)
- ‘누구의 목소리일까?’ 게임을 통해 청각에 의한 화자인식(식별)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누구의 목소리일까?’ 게임방법
1. 조별로 게임이 이루어진다.
2.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 뒤돌아선다.
3. 나머지 조원들은 무작위 순서를 정해 “화자인식” 단어의 한 글자씩 차례로
읽는다.(2번 반복)
4. 글자를 읽은 조원들은 술래가 읽은 순서를 모르도록 자리의 위치를 바꾼다.
5. 술래는 단어를 읽었던 조원들의 순서를 맞춰본다.
6. 다른 조원들이 술래가 되어 게임을 반복해보면서 청각에 의한 화자인식의
방법과 장단점을 논의해본다.
조원들의 목소리 특징은?
이름

목소리의 특징

글자를 읽은 조원들의 순서는?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청각에 의한 화자인식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 46 -

뛰어난 음석학자라도 청각에 의해 범인을 목소리를 인식(식별)할 때 음성의 수
가 많거나 대화시간이 짧은 경우 오판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화자인식(식
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문에 의한 시각적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성문(voiceprint)은 사람의 지문처럼 개인이 가진 독특한 특징으로 소리 분
석프로그램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로그램(시각화된 그래프)을 말한다. 첨단화자 인
식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매우 주요한 아이디
어가 된다.

[내용 출처]:
2014. 중학교 과학2.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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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4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화자인식(식별)의 방법Ⅱ(성문에 의한 시각적 자료 활용하기)
1) 소리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악기 소리의 특성(소리의 크기, 높낮이, 맵시)를
탐구해 봅시다.
◇ 준비물 : 휴대폰, 소리분석프로그램, 리코더, 단소
◇ 과정
1. 휴대폰에 소리분석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2. 소리분석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리코더를 휴대폰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같은 음을 약하게 또는 세계 분
후, 파형을 관찰한다.
4. 같은 세기로 리코더의 ‘도’음과 ‘솔’음을 불어보고 파형을 관찰한다.
5. 마이크 가까이에서 리코더와 단소로 각각 ‘솔’음을 내보고 파형을 비교한다.
◇ 결과 및 정리
1. 큰 소리(세게)와 작은 소리(약하게)는 어떻게 다른지 파형을 각각 그려 비
교해 봅시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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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소리(솔)와 낮은 소리(도)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비교

3. 악기마다 소리의 파형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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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 목소리의 특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내 목소
리로 “야”를 발음하여 녹음하고, 내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맵시의 특징을 분
석한 것을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목소리 파형)

내 목소리의 특징

① 진폭 :

② 진동수 :

③ 파형 :
[내용 출처]:
두산백과

④ 기타 :

http://terms.nav
er.com/entry.nh
n?docId=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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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5 : 해결방안 계획 및 실행 단계)
목소리가 변조된 보이스피싱 범인 찾기
두 조씩 짝을 지어 보이스피싱 범인 찾기 대결을 해 봅시다. 상대편 조원 중
한 명을 술래(보이스피싱 범인)로 정하고, 술래가 된 학생의 목소리를 앱을 통해
변조하여 “야”를 발음하고 녹음합니다. 소리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인 술래를 어떤 조가 더 빨리 찾는지 겨뤄 봅시다. (단, 활동4에 2)번에서 학
생들의 목소리의 특징 분석의 결과를 활용할 것)

범인의 목소리 파형

누가 보이스피싱 범인일까?

범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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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cid=40942
&categoryId=32
204

■ (활동 6 : 지식산출 단계)
화자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정리하기
※ 알고리즘(algorithm)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유한한 단계의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말한다.
- 화자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떤 규칙과 절차가 있을까요? 앞선 탐구활동
을 통해 화자인식을 위한 나만의 알고리즘을 찾아 그 과정을 자유롭게 써 봅
시다.

화자인식의 절차

규칙(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나만의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콘티(4컷)를 간단히 제작해 봅시다.
주제

조원

요약 설명

순

영

상

자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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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 평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

)동료평가, (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대상

(

평가 점수

5

평가 항목

(매우우
수)

문제 상황
분석하기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정리하였는
가?
음성 분석을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의적
으로 기술하였는가?

화자인식의
활용 사례
조사하기

화자인식 기술이 범죄사건의 해결 또는 첨단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바르게 찾아
정리하였는가?

화자인식의
방법Ⅰ

화자인식의
방법Ⅱ
목소리가
변조된
보이스피싱
범인 찾기
화자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정리하기
정의적
태도

)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
흡)

조별활동을 통해 청각을 이용한 화자인식의
방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행하였는가?
청각에 의한 화자인식의 과정과 장단점을 바
르게 기술하였는가?
소리의 특성을 탐구하여 소리의 크기, 높낮
이, 맵시와 파형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추
하였는가?
내 목소리를 녹음하여 목소리의 크기, 높낮
이, 맵시를 바르게 분석하였는가?
보이스피싱 범인 찾기를 잘 수행하였는가?
보이스피싱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분석이
논리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였는가?
화자인식의 절차와, 단계에 대한 설명을 논
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나만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영상 콘티를 창
의적으로 제작하였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표를 경
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는가?

총합

(

)점

가. 동료평가
학생들은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나. 자기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 보상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또는 개인)을 선정 한 후 상장 또는 상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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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소개]
- 음성인식UX디자이너, 음성처리전문가
■ 음성인식UX디자이너
최근 스마트 기기 이용자들은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화면설계를 원하고 있다.

[내용 출처]:
정책공감

좀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화면설계나 음성인식 설계를 두고 UX(User

http://blog.naver.c

Experience Design: 사용자경험)를 구현했다고 말한다. 사용자경험이란 사용자

om/hellopolicy?Re

가 무언가에 대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의 총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용자

direct=Log&logNo

가 제품이나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뜻

=150161980403

한다. 제품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편리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UX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
할 때도 손을 이용하기보다는 음성만으로 기기를 작동하면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런 배경 속에서 UX디자인 중에서도 사용자의 음성인식과 관련
한 분야에 대한 사용자경험을 연구하는 음성인식UX디자이너가 등장하게 되었
다.
- 음성인식UX디자이너는 하는 일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는

직간접적인

경험(User

Experience Design: 사용자경험)을 반영해 소리로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디자
인'을 연구 개발한다.
- 음성인식UX디자이너가 되려면?
UX디자인 분야는 인지공학, 인체공학, 심리학,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분야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전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신 사용
자의 경험을 리서치하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야 하므로 인간의 사
고와 행동,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일을 할 때
는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 음성인식UX디자이너의 현황과 전망은?
음성인식UX디자이너는 정보통신 기기 제조회사 내 디자인경영센터, 통신사,
포털사이트회사, 게임사, 전문디자인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UX디자
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카드사와 같은 곳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
고 이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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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처리전문가

[내용 출처]:

이 직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음성신호처리 등에 관계된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일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work.g
o.kr/consltJobCarp

- 음성처리전문가가 하는 일은?

a/srch/jobInfoSrch

음성처리전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은 다음과 같다.

/summaryExmpl.do

1. 음성처리시스템의 개발 사양과 기능을 정의하고 개발 범위를 설정한다.

?jobNm=20235

2. 음성신호의 분석과 음성처리의 알고리즘의 기법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하고 개발한다.
3. 음성합성 및 인식용의 응용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이에 관련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툴을 개발한다.
4. 음성신호의 특징과 형태를 분석하여, 화자의 음성을 인식하기 위한 인식 시스
템을 개발한다.
3. 합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음성합성 관련 응용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한다.
4.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설치해서 본래의 기능 및 요구 사항에 만족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한다.
5.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의 기본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응용시스템을 개발한다.
6. 음성신호처리 관련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한다.
7. 시스템 개발이 완성된 후 이들에 관련된 기술적 및 사용에 관련된 다큐먼트
를 기록 관리해 나간다.
8. 새로운 음성신호처리의 기술발전과 관련 응용제품의 추세을 파악하여 꾸준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나간다
- 음성처리전문가가 되려면?
음성처리전문가는 대학교, 전문대 혹은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나
전산, 정보처리 등을 공부한 후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음향,
음성의 기능의 중요성 및 적용분야 등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지만 선
천적인 능력도 중요하다. 이들은 취업하게 되면 보통 2∼3년 정도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본격적으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음악학적 재능 즉, 음성과
음향의 특성을 이해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분석적 사고와 인내력으
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을 이해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 음성처리전문가의 현황과 전망은?
향후 5년간 음성처리전문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처리 관련제품
의 국내시장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스마트폰, 보이스레코딩, 각종 시스템에서 생활
의 편의를 제공하는 음성처리 응용제품 개발 등에 음성처리전문가의 고용수요는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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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9~11 차시
여러분의 스마트 폰은 안녕하신가요?
(보안과 대처)

[[학생용]
학생용]

중학교

여러분의 스마트 폰은 안녕하신가요?

STEAM

(보안과 대처)
학습목표

과
학

2009
개정

도

교육

덕

과정

미
술

-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
향을 안다.

- 사이버 범죄 및 폭력의 동기와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해결 절차
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기를 수 있다.

-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탐
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스마트폰 피해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이버 범죄의 사회
내용
목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 만들기를 통해 스마트폰 보안 수
칙과 피해 대처방법 전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스마트폰 자가 점검 실험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을 실천할 수 있다.
- 모둠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동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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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일상을 함께하는 스마트 폰,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진 출처]

http://www.bo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

annews.com/

폰에서도 PC에서처럼 악성코드에 감염되

media/view.as

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감

p?idx=38389

염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금
전적 피해, 기기오작동, DDos 등의 공격도
구로 악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세대일수록,
공격자의 타겟이 되기 쉽다.

<악성코드에 안전하지 않은 스마트폰 >

스마트폰을 지키기 위해선 보안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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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스마트폰 공익광고제 공모전 참가
어느 날 어진이와 선명이는 학교 게시판에 공
지된 공익광고제 공모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
니다.
어진: “저건 뭐지..”
선명: “우리랑 상관없어! 야 그냥 가자~~~. 참
너 요즘 유행하는 그 ○○방어게임 다운
받았어?”
어진: “그럼. 물론이지! 그거 무료로 다운 받을
수도 있어!”
선명: “ 어! 정말? 나도 가르쳐줘!”

< 교내 공익광고제 공모전 포스터 >

(게임을 좋아하는 어진이와 선명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경로를 알려주고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즐겼다.)
그 후부터 어진이의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가 임의로 삭제가 되고 다량의
스팸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게임을 내려 받은 친구들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저번에 내려 받은 게임 때문일까 싶어 182에
문의해 보았더니, 그 앱은 단순한 무료 앱이 아닌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앱
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앱을 통해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경찰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심코 받은 어플리케이션이 해킹
앱 이었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다니… 무심코 지
나쳐 버린 공익광고제 공모전의 문구인 [여러분의 스마트 폰은 안녕하신가요?]
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헐레벌떡 학교게시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공모전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고
그제 서야 공모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이
피해가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명이
와 함께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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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 문제인식) 문제 상황 분석하기
1) 위의 문제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구상하고 이를 간단
히 정리해

봅시다.

Ⅱ.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 (활동 2 : 해결방안계획 및 실행)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 내용 채우기
1) 공모전 포스터에 제시되어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현황 표를 분석하여 공익광
고 포스터(또는 UCC)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 이를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들면, 휴대폰 총 가입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연 성장률 등)
기간
휴대폰 총
가입자
스마트폰
이용자

[데이터출처]

2008년

1월~ 12월까지의 평균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5,607

47,943

54,685

50,767

52,507

53,278

방송통신위원회, 무
선인터넷활성화 종
합계획 및 유무선
가입자 통계현황 재

225

806

1,032

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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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7

33,298

구성

2)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에 넣을 내용으로 위 활동결과를 한 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 또는 표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참고사항
인터넷 사용권장

3) 지금까지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16년도의 스마트폰 시장 현황을 추측하
여 두 줄로 정리해 봅시다.

4) 스마트 폰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지 모둠별로 토의하여

정리해 봅시다.

피해 사례

원인 분석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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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발한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
검 앱(S.S Checker, 폰키퍼)을 실행해 자신의 스마트폰의 안전 상태를 점검
해 보고 아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참고사항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결과 보고서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기종

점검일시
점검 결과

순

항목
기본점검

1

악성코드

2

백신 앱

3

개인정보 저장 앱

4

사설 마켓 앱

5

실행 중인 앱

정밀점검

처치여부
(O,X)

■ (활동 3 : 해결방안계획 및 실행)
피해 사례에 따른 대처 방법과 스마트폰 보안 안전 수칙 정하기
※참고사항

1) 스마트폰 피해 사례에 따른 대처 방법 조사하고 요약해 봅시다.
스마트폰 피해 상황

대처 방법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았더니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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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권장

스마트폰을 해킹 당했어요.

-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해서 소액결제가
되었어요.(스미싱 피해)

-

누군가 제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해서 항의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내 스마트폰이 불안해요.

*스미싱: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사기수법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인터넷 상 위험과 사고발생 시 대
처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무료 통신사 부가
서비스
2) 위 활동들로부터 스마트폰 보안 안전 수칙을 모둠별로 정해봅시다.
순

스마트폰 보안 안전 수칙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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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

■ (활동 4 : 포스터 산출)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를 제작하기

공익광고제 공모전
- 여러분의 스마트 폰은 안녕하신가요? 국내 스마트폰 시장 현황

단위: 천대

[데이터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무

기간
휴대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45,607

47,943

50,767

52,507

53,278

54,685

가입자
스마트폰
이용자

선인터넷활성화 종
합계획 및 유무선
가입자 통계현황 재
구성

225

806

1,032

22,578

30,877

33,298

통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무선인터넷활성화 종합계획 및 유무선 가입자 통계현황 재구성

- 행사명: 2014 스마트폰 보안과 피해 대처 공익광고 공모전
- 공모 주제: 스마트폰 보안 생활 수칙 및 피해사례 대처 방법
- 매체

형태: 포스터 또는 UCC

- 필수

내용

1) 국내 스마트폰 시장 현황표 분석 내용
2) 스마트폰 보안 생활 수칙
3) 피해 대처 방법
** 위 내용 중 한 가지는 꼭 포스터 내용에 첨가되어야 함
단, UCC 제작의 경우 시간제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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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5 : 포스터 평가)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 평가하기
공익광고제 출품작들을 각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해 봅시다.
평가

평
가
요
소

평가기준
평정

주제와 목적에 부합된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내
용
의
적
합
성

주제와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

주제와 부합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하

필수조건내용을 포스터(또는 UCC)에 반영하였다.

상

필수조건내용을 포스터(또는 UCC)에 일부 반영
하였다.
필수조건내용을 포스터(또는 UCC)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현
력

완
성
도

상

중

하

주제에 따른 특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상

주제에 따른 특징의 표현방법이 보통이다.

중

주제에 따른 특징의 표현방법이 미흡하다.

하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하였다.

상

주어진 시간 안에 반 정도 완성하였다.

중

주어진 시간 안에 반 미만 완성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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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 평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

)교사평가 , (

)동료평가 , (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대상

평가대상

(

평가 항목

5

4

(매우우수)

문제 상황
분석하기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까?

스마트폰 피해
대처방법
모색하기 및
보안 수칙
정하기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
제작하기

정의적 태도

(우수)

)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였는가?
공익광고제에 출품할 작품 내용을 주제
에 맞게 구상하였는가?
표를 활용한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적절히
선정하였는가?
표를 수학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표
현하였는가?
스마트폰 피해 사례에 따른 원인분
석이 타당성이 있는가?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결과 보고
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는가?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친
구들과 공유하였는가?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타당하게 정
하였는가?
스마트폰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은
논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포스터(또는 UCC)는 독창성이 있는가?
공익광고 포스터(또는 UCC)는 스마트
폰 보안의식 계몽과 대처방법 전달이
란 목적에 부합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모둠원들을 배려하며
협업을 잘 진행하는가?
모든 활동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발
표를 경청하고, 질문을 하면서 적극
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는가?

총합

(

)점

가. 동료평가
학생들은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나. 자기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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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팀(또는 개인)을 선정 한 후 상장 또는 상품이 제공된다.

III. 새로운 도전
■ (활동 6 : 사고 확장하기)
사이버 보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논의하기
사이버 세상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람들의 공감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요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악성 공격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습니
다. 사이버공격 기술은 교묘해지고 디지털환경은 더욱 복잡해짐으로써 사이버보
안 사건, 사고를 예방해야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활동을 토대로 모둠별로 사이버 보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발표해 보고,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리해 봅시다.

사이버 보안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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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소개]
■ 국가 사이버 안전요원

[내용 출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국가의 중요 데이터를

워크넷

유출시키거나 파괴하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이를 보호하고 보안기술을 지원

http://www.work.go.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사이버안전요원입니다. 2003년 1월, 블래스트

kr/consltJobCarpa/s

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국내의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던‘1·25 인터넷 대란’을 계

rch/jobInfoSrch/exp

기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 2월 국가정보원 내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
다. 국가사이버안전요원들은 모두 이곳에서 활동하는데요, 이들은 국가 주요전산

SpecialDetail.do?ab
nJobdptLrclId=B002
&abnJobdptSmclId
=10010&jobClcd=B

망 안전성 여부를 24시간 상시 점검하여 사이버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위험요소

&tabId=2&pageInd

가 포착될 경우 각급 기관에 알려 사이버테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

ex=2

습니다.
국가사이버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 정보통신부 외에도 각 중앙행정기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일하며, 사이버테러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합
동으로 사고조사반과 긴급 복구반을 가동하여 전산망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을 지원합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진원
지 및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국가기관은 물론 첨단산업체, 연구소 등 국익관련 시설에 대해 사이버안전측
정을 실시하여 해킹 취약성을 진단하고 보안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
해사고가 나면 현장 또는 원격으로 사고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복구하여 더 이
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이들의 일입니다.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이버위협 동향을 알리고, 사이버보안 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
버위협 정보 분석, 보안기술 연구,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 보안취약성 분석 등
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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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 정기채용과 필요시 전문 인력 수
시채용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분야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며, 사이버
안전 분야의 경우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전공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정기채용일 경우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의 과정을 거치며, 시험과목은 종합
교양, 논술, 영어, 국가정보학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제2외국어 능
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이 되면 신입요원들은 최고의 정예요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격, 해양훈련 등의 육체적인 훈련과 분야별 전문화 교
육이 이루어지며, 사이버테러분야는 전문 컴퓨터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경력직 수
시채용의 경우에는 백신연구, 정보보안, 보안기술연구 등의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
가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이버안전요원이 되려면 상당한 지식과 체력이 요
구되며, 국가안보를 위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
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익히기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하며, 철저한 보안의식과 도
덕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원인 조사가 짧은 기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집중력과 끈기도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안지도, 사이버안전 교육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의 사람들을 만나므로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은 물론, 국가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사이버안전요원은 국가정보원 내의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사고가 나면 원인을 규명하는 등 복구 작업을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사
람의 수는 공개되어있지 않으며, 채용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그에 준하는 임금을 받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이 첨단화 되고, 해
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통 등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
히 요즘은 해외에서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공격
을 하는 등 해킹기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해외 각국과 협력하여 대응하는 일들이 많
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웜바이러스 유포나 홈페이지 공격 등 실력과시 차
원에서의 사이버테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 절취형의 해킹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최근 유행어처럼 번지는 유
비쿼터스나 전자투표 시행 등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수록 취약점은 있기 마련입니
다. 따라서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는 한‘사이버세상의 지킴이’로서 국가사이버안전요
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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