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소프트웨어 자율·진로 활동

컴퓨팅과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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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컴퓨팅 기술의 발달은 사회를 급속도로 성장·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인간의 사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 정보 사회로 대표되는 오늘날과 미래 사회에서의 인
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과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컴퓨팅 사고
력이며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컴퓨팅 기술 활용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현대와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컴퓨팅 기술에 대한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
한 방식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이 교재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교재를 활용한 수업
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이 정보 사회에서의 컴퓨팅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컴퓨터 과
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학생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 지도서는 대단원별로 단원의 개관, 단원 내용의 구조, 단원의 학습 목표, 단원의 지도 계획, 단원의 평가
방향,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을 밝히고 있고, 실제 지도를 위해 중단원별로 중단원 개관, 중단원 학습 목표, 단
원의 의도와 지도 방법, 활동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참고 자료와 영상, 주요 개념 소개 등 교수·학습에 필요
한 보조 자료를 실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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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은 이 지도서가 미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발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수·학습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재와 지도서의 내용을 각 학교의 환경과 학생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교사용 지도서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컴퓨터 과학 교육과 진로 교육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교재와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를 기다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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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보 사회의 이해
01. 정보 사회와 컴퓨팅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03. 정보 사회의 직업

현대 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정보 사회로 전환
됨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정보를 생산, 처리, 교환하는 것이 현대 사회
의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처리를 자동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컴퓨터의 중요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
용한 정보의 빠른 교환 역시 현대 사회가 갖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단원에서는 정보 사회의 개념과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컴퓨팅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정보 사회로 전환할 때 개인이 가져야 할 정보 사
회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보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살펴보고 진로를 탐색해 본다.

01. 정보 사회와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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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보 사회의 이해

대단원명

1. 단원의 개관
현대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개발로 인해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생산, 처리, 소비되고 있는 정보 사회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을 활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
인가가 핵심이 된다.
정보 사회에서 컴퓨팅 시스템의 도입은 삶의 패턴과 사회 문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보 사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팅 시스템의 도입은 삶의 패턴과 사회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 사회와 정보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에 대해서 살
펴보고 다양한 진로·직업을 탐색해 본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정보 사회의 이해

정보 사회와 컴퓨팅

개인 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버 폭력 예방

정보 사회의 직업

•정보 사회의 개념

•개인 정보의 개념

•지적 재산권의 개념

•사이버 폭력의 개념

•정보 사회의 직업 특성

•정보 사회의 특징

•개인 정보의 유형

•지적 재산권의 종류

•사이버 폭력의 유형

•정보 사회의 직업 변화

•컴퓨터 과학의 발전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저작권의 개념

•사이버 폭력 예방 방법

•미래의 직업

법률

•저작권의 종류

•개인 정보 보호 방법

3. 단원의 지도 목표
•정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적 재산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직업 변화에 따른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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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원의 지도 계획

단원명

차시
(시간)

내용 요소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학습 자료

평가

교과서

지도서

방법

쪽수

쪽수

8쪽

10쪽

12쪽

14쪽

17쪽

19쪽

20쪽

22쪽

24쪽

26쪽

33쪽

35쪽

•정보 사회의 개념 이해하기
1. 정보 사회와

1~2

정보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 알기

컴퓨팅

(80분)

컴퓨팅

•컴퓨터 과학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컴퓨터,

관찰법,

필기도구

문답법

효과 알기
•개인 정보의 개념 이해하기
3
(40분)

개인 정보

•개인 정보의 유형 알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알기

컴퓨터,

관찰법,

필기도구

문답법

컴퓨터,

관찰법,

필기도구

문답법

컴퓨터,

관찰법,

필기도구

문답법

컴퓨터,

관찰법,

필기도구

문답법

•개인 정보 보호 방법 알기
•지적 재산권의 개념 이해하기
2. 정보 윤리의

4

이해와 실천

(40분)

지적 재산권
보호

•지적 재산권의 종류 알기
•저작권의 개념 이해하기
•저작권의 종류 알기
•저작권 관련 법률 알기
•사이버 폭력의 개념 이해하기

5
(40분)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유형 알기

예방

•사이버 폭력 관련 법률 알기
•사이버 폭력 예방 방법 알기

3. 정보 사회의

6~8

직업

(120분)

대단원 마무리

정보 사회의
직업

•정보 사회의 직업 특성 이해하기
•정보 사회의 직업 변화 이해하기
•미래의 직업 탐색하기

•대단원 마무리

관찰법,
문답법

5. 단원의 평가 방향
① 정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개인 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정보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실천하는지 정의적 측면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③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6.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정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산업 사회와 비교하여 변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컴퓨터 과학의 발전 사례를 찾
아보도록 한다.
•정보 윤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 윤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여 올바른
정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 정보 사회의 이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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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1

정보 사회와 컴퓨팅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
는 정보 사회이다.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
이 발달하여 다량의 정보가 빠르게 생산, 소비, 유
통되고 있다. 또한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I 학습 목표 I

1. 정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알 수 있다.
2.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알 수 있다.

삶의 패턴과 사회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사회로,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량의 정보가 빠르게 생산, 소비, 유통될 뿐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삶의 패턴과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이다.

중단원 학습 목표
1

•정보 사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정보 사회란

정보 사회란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여 유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

•컴퓨터 과학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가,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를 알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선 통신 시스템, 스마트 기기 등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오른쪽 그림은 정보 사회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 방법
•최근 정보 기술의 응용 사례를 제시하고 살펴
보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 기술의
변화 과정에 따른 사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정보 통신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모든 일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

왔는지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앞으로 발전하게 될 정보 산업의 미래 모습과

SW

앞으로의 사회의 정보 기술을 창의적으로 생
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Ⅰ. 정보 사회의 이해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이 어떠하며 이를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지도 자료
정보의 의미
정보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정보는 잡음이
배제된 메시지의 신호이지만 의미론의 차원에서는 대상이 표출하고 인간이 의도
하는 목적과 방법을 담기도 한다.
컴퓨터의 발명과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는 조정과 통제와 긴밀하
게 연결되었다. 정보는 사물과 인간 간의 직접적 관계를 거세하고 사물을 기호화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기호의 힘을 더욱 확장하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감시와
10 I 정보 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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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컴퓨팅의 효과
•가정 : 컴퓨팅 기술
의 발달은 가정생

홈 네트워크 시스템

활에 변화를 가져

스마트 기기가 가정의 모든 가
전 기기와 통신하게 됨으로써
집 밖에서도 가전 기기의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상 통화

왔다. 홈뱅킹, 홈쇼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핑은 가정에서 없
어서는 안 될 일 중
의 하나이다. 인터
넷의 확산과 기술

http://www.airconpark.co.
kr/shop/shopdetail.html?bra
nduid=2396&special=1

개발에 힘입어 가정의 모든 가전 기기가 상호
통신하는 것은 물론 외부로부터 원격 조정되
고 있다.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

•공장 : 컴퓨팅 기술

웨어러블 컴퓨터

실시간 GPS 위성 서비스로 밀리
는 길을 피해 빠른 시간 내에 목
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늘 입는 의류처럼 착용하여 나
의 생체 리듬을 체크할 수 있
게 되었다.

의 발달로 공장에
서는 생산 활동에
서 여러 가지 작업
을 할 수 있는 기계
를 컴퓨팅 기술을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하여 무인화,

원거리 환자를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의료
용 로봇을 이용하여 세밀한 수
작업을 요구하는 수술을 성공
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http://hostingrobot.co.kr/ro
botics.php

자동화하고 있다. CAD, CAM, CAE 등의 기계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등으로 능률을 높이고,
품질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 사회의 생활상

•학교 : 컴퓨터는 교
01. 정보 사회와 컴퓨팅

9

육하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도구로 자
리 잡았고, 멀티미
디어 요소가 포함
되어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로 학생

http://samsungtomorrow.
tistory.com/4279

통제의 문도 열어 놓았다. (디지털 데이터, 정보, 지식, 2013.02.25., 커뮤니케이션

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북스)

나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다.

정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의료 : 원거리 환자

첫째,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를 위한 원격 진료

둘째, 사용자에 따라 경제성이 높아지게 된다.

서비스가 있으며,

셋째,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세밀한 수술을 위

넷째, 사용 가치에 따라 재화로 인식되면서 경제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여 의료용 로봇
을 이용한 수술이
개발되고 있다.

ht tp://w w w.wbdaily.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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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SW

해 보기

•창의적으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제시한 기능들이 컴퓨팅의 기술적인 근거를

■ 날로 발전해 가는 컴퓨팅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사례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컴
퓨팅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기계적인 장치로만 구성된 전통적인 자동차와 비
교해 볼 때, 현대의 자동차에 적용된 컴퓨팅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크루즈 컨트롤 : 차속 제어, 차량 사이의 거리
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희망하는 속

최초의 국산 자동차

도로 고정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 속
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대의 자동차에 적용된 컴퓨팅 기술들

현재 국산 자동차

http://cafe.naver.com/newgenesisdh/
4530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 운전자가 차선 이탈을
하였을 때 경고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10 Ⅰ. 정보 사회의 이해

http://blog.naver.com/vonin135/220
229766284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 자동차의 전·후·측면
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거리와 장애물을 판

지도 자료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비교

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위치에 주차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다.

http://blog.naver.com/vonin135/220
229766284

구분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생산력

물질적 생산력

정보 생산력

생산물

재화 및 용역

정보, 기술

생산 장소

공장

정보 통신망

정보 형태

아날로그

디지털

컴퓨터 기술

하드웨어 기술 중심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

12 I 정보 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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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 전반에 걸
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래 그림은 사회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발전은 사회를 급속도록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 또한 급격히 변화되었다. 정보 사회의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또 미래는 어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

떤 사회가 될지 생각해 보자.

는 영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원시 수렵 사회

농경 사회

•집 : 재택근무,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산업 사회

•직장 : 원격 영상 회의 등
집

?

학교

정보 사회

•학교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 등

직장

•여가 : 인터넷 쇼핑 등
※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여가

미래 사회
사회의 변화 과정

미래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상상해 보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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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11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컴퓨팅 기술 활용

영화의 주인공을 연기한
톰 크루즈가 사건을 수사하

•아이언맨(2013)

기 위해 투명 디스플레이와

영화의 주인공을 연기한

촉감으로 작동시키는 에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착

마우스 기능을 볼 수 있다.

용하고 나오는 웨어러블 슈
트는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http://blog.jmagazine.co.kr/198

기술을 보여 준다.
•이 외에도 아바타(2009), 미션 임파서블4(2011) 등의 여러 영화에서
http://blog.naver.com/vuimung/140190634982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예를 볼 수 있다.

01. 정보 사회와 컴퓨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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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
켜야 할 규범이나 예의인 정보 윤리가 있다. 하루
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만큼
매일 수많은 정보가 생산·유통된다.

I 학습 목표 I

1.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2. 지적 재산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

3.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기 위해 정보 윤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예의를

한다.

말한다.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만큼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생산·유통된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단원 학습 목표
•개인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 유형

1

개인 정보 보호
저기 잠깐만요.
신청서 좀 작성해

얼른 집에 가야지.

죄송한대요,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라셨어요.

주세요.

을 알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보호 방법을 알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적 재산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의 종류를 알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이요?

그럼 써 드릴게요.
별일 없겠죠?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도 드릴게요.

그날 이후

또 스팸 문자네.
도대체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거지?

수 있다.

스팸

•저작권 관련 법률을 알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례

•사이버 폭력 관련 법률과 보호 방법을 알 수
있다.

12 Ⅰ. 정보 사회의 이해

지도 방법
•정보 윤리(개인 정보, 지적 재산권, 사이버 폭
력)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

지도 자료
개인 정보 관련 법률

하려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지도한다.

생명 주기별 단계

내용

벌칙

개인 정보 수집
단계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
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
집한 경우(제22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1호)

개인 정보 저장
및 관리 단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
거나 취급했던 자가 직무상 알
게 된 개인 정보를 훼손· 침
해· 누설한 경우(제28조의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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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개인 정보 유출 경로
•공공장소의 PC이용 :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
임, 이메일 확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 문제

잇따르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더 이상 안전지대 없다.”

발생
“하루에도 몇 번씩 쥐도 새도 모르게 제

•P2P 프로그램 이용 : P2P로 공유하는 파일 중

개인 정보가 새 나간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에는 다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2014년 OO, △△, □□ 등 3개 카드사
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직장

문제 발생

인 이모(33) 씨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
하기 위해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주민 등록 번호 도용 : 타인의 주민 등록 번호

속했지만 유출된 정보 목록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를 도용하여 웹 사이트에 가입, 사용하는 등의

컴퓨터 모니터에 뜬 유출 목록은 ‘성명’과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주민 번호’, ‘자택 주소’, ‘직장 주소’, ‘직
장 정보’ 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와 ‘자가용 보유 여부’, ‘주거 상황’ 등 사실상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출

문제 발생

됐다고 표시된 탓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양이 과도하게 많고 그것이 돈이 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개인

•SNS 통한 유출 :사진, 글 등을 모두 공개로 설
정함에 따른 유출 문제 발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필요 없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 활용하는 것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 자료
연예인 A군, 여자 친구와 결별…“사생활 노출, 큰 스트레스 받아”

주민 등록 번호 구성

한 언론 매체는 “연예인 A군이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상대 여성이 열애 기사가 보도된 후 사생활 노출

우리나라의 주민 등록 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연예인 A군의 전 여자 친구 측근
이 “연예인 A군과 만났다는 이유로 사생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

활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일부 사이

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

트에 사진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떠돌
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차라리 이별이

로 이루어진다.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결별 이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연예인 A군의 소속사 측은 “연예인 A군
은 여자 친구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 결별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

을 택했으며 현재 상대방에게 미안해하
고 있다.”고 전했다.

받는다. 성별코드 다음 네 개의 숫자는 지역코드.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마지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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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숫자는 ‘검증번호’이다.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
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그림 설명
① 학교가 끝난 후 학생이 교문을 나선다.
② 어른이 신청서를 들고 와서 자기 회사의 동영
상 강의 상품을 신청해 달라고 한다.

생명 주기별 단계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

개인 정보 파기
단계

내용

벌칙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
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초
과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제
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3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
인 정보의 수집,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제29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 제2항 제
9호)

③ 학생이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한다며 신청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④ 어른이 상품을 신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태
블릿 PC를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우선 신청서에
이름, 학교, 주소, 전화번호만 써 달라고 한다.
⑤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한다.
⑥ 얼마 후, 휴대 전화에 광고 전화와 문자가 자주
온다.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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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1) 개인 정보
개인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개인 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유형

번호, 나이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형태는 문자, 음성, 영상 및 생체
특성 등 매우 다양하다. 하나의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지만, 여러 개인 정보가 종

•개인 :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 전

합되어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가 된다.

화 금융 사기에 의한 금전적 손해

예를 들어, ‘서재선’이라는 학생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서재선’은
한 사람밖에 없다. 따라서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모여 특정한 사람을 나타낼 수 있

•기업 :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 단체 등의

으면, 그 정보는 개인 정보가 된다.

불매 운동,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 배
상 시 기업 경영에 큰 타격
•국가 :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 산

14세 서재선은 대한민국에 정말 많아서 누군지 모
르겠어.생일이 8월 30일인 중학생이 대한민국에
여러 명일 텐데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을까?

업의 수출 애로, 전자 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
가 브랜드 하락
(개인 정보 보호 종합 지원 포털, 2012.5)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식별

개인 식별

◦ 이름 : 서재선

○ 이름 : 서재선

◦ 나이 : 14세

지도 자료

○ 나이 : 14세
○ 직업 : 중학생

개인 정보 침해 대응 방안 – 사업자, 공공 기관

개인 정보

(경찰청)

개인 식별

○ 전화번호 :
010-1111-1234
○ 생일 : 8월 30일

•개인 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직업 : 중학생

○ 신발 사이즈 : 240mm

◦ 생일 : 8월 30일

•주민 등록 번호 등 민감 정보 수집 금지
•수집된 개인 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의 개념

제3자에게 제공 금지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 정보 처리 방침 공개

14 Ⅰ. 정보 사회의 이해

•개인 정보의 이용이 끝나면 반드시 파기
•개인 정보 유출 시 즉각 정보 주체에게 통보

지도 자료

인터넷상에 개인 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지도 자료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 일상생활을 타인
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산업 사회에
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의사소통 내
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면,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서 공개
할 것과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을 통제할 권리로
보고 있다.

주민 등록 번호 클린센터
(http://clean.kisa.or.kr/)

16 I 정보 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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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정보의 유형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등 신원 정보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사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사용 시 유의 사

적 정보 등 매우 다양하다. 정보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 위치 정보 등과 같이 이전 사

항 10계명

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던 정보가 개인 정보의 범위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1. 회원 가입 또는 개인 정보 제공 시 개인 정보 취
급 방침 및 약관 확인하기
정신적 정보

신원 정보

주소, 전화번호,

2. 비밀번호 설정 시 영문/숫자 및 특수 문자를 조

종교, 가치관 등

이름, 주민 등록 번호,

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000000-0000000

전자 우편 주소 등

3. 회원 가입 시 가급적 안정성이 높은 주민 번호
대체 수단(아이핀: I-pin)을 사용하고 필수적
이지 않은 개인 정보 입력 금지하기

경제적 정보

신체적 정보
얼굴, 지문, 키,

통장 번호,

음성, 몸무게,

신용 카드 번호 등

4.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 도용이 어렵도
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병력 등

5.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 및 도용 시 이를 통지받
을 수 있도록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기
기타 정보

사회적 정보
학력, 학교 성적,

위치 정보,

생활기록부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 번호 등 개인

생활기록부

DNA 등

학교 생활 기록부,

정보를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알려 주

학교, 직장 등

지 않기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
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
유폴더에 개인 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인 정보의 유형

주의하기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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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 거래 시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은 암호화하고, PC방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9. 인터넷에서 자료를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기
10. 개인 정보 유출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1.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 등록 클린센터에 접속한다.
2. 주민 등록 번호 이용내역 확인을 클릭한다.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1366, www.1366.
or.kr)에 신고하기

3. 이름과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 후 실명 확인을 한다.
4.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주민 등록 번호 이용 내역을 확인한다.

(e시대의 정보통신윤리, 김성식)

5.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탈퇴를 요청한다.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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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3)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1. 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피해 사례

개인 정보 보호법이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
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100만 원의 요금이 청구된 전화 요금 고지서를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과 벌금 처벌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받아든 ○○씨는 주변 전화국을 방문하여 전화

인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확인 결과 자신의 아들이 인터넷에서 사이버

내용

머니를 구매하기 위하여 ARS로 결제한 금액임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 적

확인되었다.
금액을 환불받고자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

처벌

을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경우

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제24조의 2 제1항, 제24조의 2 제2항, 제26조

(제71조 제3호)

제3항)

회에 확인한 결과 ○○씨의 아들이 텔레비전 위
에 놓여 있던 건강 보험증에 있는 ○○씨의 성명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과 주민 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 회원에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원 이하의 벌금

가입하고 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7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피해 사례 및 예방법,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011.11)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한 경우
(제28조의 2 제1항)

법률에 의거,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 등록 번호
등을 이용하여 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5호)

2. 법적 근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누설한 경우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71조 제11호)

우,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 및 요금 결제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
는 보호받지 못한다.
16 Ⅰ. 정보 사회의 이해

지도 자료
개인 정보의 생명 주기
개인 정보는 보통 네 단계로 구분되는 생명 주
기가 있다.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서도 이런 개인 정보의 취
급 단계별 법적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

지도 자료
저작권 관련 법률
유형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로 법률상 요구하는 보호 조치 요건이 정

저작 재산권
침해

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따른 권리를 제외)를 복제, 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제136조 제1항)

으로 침해한 경우

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정보를 취급하
는 사업자나 공공 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

벌칙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개인 정보 생명 주기의 네 단계는 수집, 이용
및 제공, 저장 및 관리, 파기 단계로 구분된다. 각

내용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

침해

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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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자료

지적 재산권 보호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 소프트웨어

정가….

뭐 해?

얼마에요?

•1단계 :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

어서 와.

한다.
•2단계 :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너도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구나.
얼마 주고 샀어?

난 인터넷에서

뭐야? 난 정가 주고

다운로드 받았어.

구입했는데….

•3단계 :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
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단계 :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 방
법을 알리고 허락을 요청한다.
•5단계 :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범위에서만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이용한다.

그림 설명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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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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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1이 정가를 주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한다.
② 학생 1은 친구인 학생 2의 집에 놀러간다.
③ 학생 2가 학생 1이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물어
본다.
17

④ 학생 2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학
생 1은 정가를 주고 구입했다면서 어이없어
한다.

유형

내용

출판권 침해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 인접권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해 실

침해

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벌칙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8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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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1)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의적 정신 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

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적 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

종류

보호 기간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

등록일로부터 15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상표권

지적 재산권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저작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적 재산권

산업 활동과 관련된 창
작물을 보호하기 위
한 권리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산업 재산권이나 저작권
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새
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

특허권

저작 인격권

첨단 산업
재산권

실용신안권

저작 재산권

산업 재산권

저작자 사후 70년

지도 자료
일정 조건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디자인권

정보 재산권

•번역 등에 의한 이용
•프로그램 역코드 분석
상표권
지적 재산권 분류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18 Ⅰ. 정보 사회의 이해

지도 자료
CCL

예시 답안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장려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제
도이다.
표시

1. 저작권 등록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기 (http://www.cros.or.kr)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기
3. 로그인 후 온라인 등록 신청 클릭하기

내용
저작자 표시

4.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5. 저작권 등록 신청 명세서 작성
6. 저작물 제출하기

비영리

7. 수수료 결제하기, 등록 신청 완료

변경 금지
동일 수준 변경 허락

20 I 정보 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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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예시 답안

해 보기

■ 저작권의 종류를 알아보자.

■ 앞으로 내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어문
저작물

시, 소설, 수필, 매뉴얼, 논문, 강
연, 연설, 각본 등

음악
저작물

가요, 가곡, 가악, 성악, 창극, 오
페라, 작사, 작곡, 편곡 등

연극
저작물

연극, 무언극, 무용극, 오페라
등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예, 캐릭터 등

건축
저작물

설계 도서, 건축 모형, 건축물
등

사진
저작물

초상 사진, 광고 사진, 기록사
진, 예술 사진 등

영상
저작물

영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
오, 게임, CF, 애니메이션 등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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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등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변
형등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공동
저작물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

그외

저작 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출판물 등

지도 자료
저작권 분류

저작 인격권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의 명예나 성망을 보
호하는 권리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 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
익을 보호하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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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폭력 예방

사이버 범죄의 의미

그래.

하하하…

사이버 범죄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너무 재밌지 않냐?

➊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너무 재밌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뭘?
너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있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

➋

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사이버 범죄라고 부
를 수는 없듯이 사이버 범죄는 일반적인 범행 수
단이 아니라, 전문적·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아, 창피해.

없어. 흥, 이 사진을 SNS에
올려야지.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지?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 이용 및 컴
퓨터 대상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일반 사이

➌

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구분하여 설명

사이버 폭력 침해 사례

하고 있다.
1) 사이버 폭력

•일반 사이버 범죄 :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➍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휴대 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서 사이

화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성폭력, 사이버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명예 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문자나 사진, 동
영상 등을 통해 동일하거나 더욱 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출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 : 사이버 테러는 해킹, 바
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세계 각국에 컴퓨터 통신망이 광범위

20 Ⅰ. 정보 사회의 이해

하게 보급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정부 기관
이나 공공 기관, 은행, 기업 등의 중요한 컴퓨
터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시스템의 교란, 파괴
또는 악용 행위가 각종 테러리스트 집단의 목
표 달성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시대의 정보통신윤리, 김성식)
그림 설명

지도 자료
사이버 폭력 관련 법률
유형

사이버 명예 훼손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모욕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

① 학생 1과 학생 2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② 어느 날, 학생 1과 학생 2가 크게 다투었다.
③ 학생 1은 SNS 게시판에 학생 2의 굴욕적인 사
진과 험담을 올렸다.
④ 학생 2는 학생 1이 올린 게시판 글을 보고 무척
괴로워한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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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인터넷 이용 실태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대구 중학생 A군 사건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는 숨진 중학생 A군(14)을 상대로
계속 확인되는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행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중략)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매일 수십 차례씩 A군과 늦은 시각까지 문자 메
시지를 교환하며 자신들의 인터넷 게임 아이템 확보를 위해 A군에게 게임을 하도록 강요하고
“지금 가서 샤워하고 바로 게임을 하라.” 등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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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시간

유형

법률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 매체 이용 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불링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시행
하고 있지만, 사이버 불링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
는다.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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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사이버 폭력의 유형 및 정의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수칙 10계명

인터넷, 휴대 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1.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
요하지 않는다.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글을
쓰지 않는다.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
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
는 쪽지 등을 보내거나, 블로그,
SNS를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
을 남기는 행위

3.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
4.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사이버 폭력

동을 하지 않는다.
5.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함
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6. 인터넷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을 하지 않는다.
7.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
지 않는다.

사이버 왕따

사이버 성희롱

인터넷 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

8.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에 노력한다.
9.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노

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채

혹은 성적 비하 발언 등 성적 불

팅 사이트 등의 전자 통신 수단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

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
종 따돌림

터넷이나 휴대 전화를 통해 게

신상 정보 유출

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트리는 행위

력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
상 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

10. 인터넷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
민하고 실천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사이버 폭력의 유형

22 Ⅰ. 정보 사회의 이해

지도 자료
사이버 폭력 대응 사이트
•위센터 : www.wee.or,kr , 1588-7199

지도 자료
주요 학교 사이버 폭력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 www.cyber1388.
kr , 국번없이 1388

최신 유형

설명
카따란 ‘카카오톡 왕따’를 뜻하는 10대들의 은어로, 오프라인
에서의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 www.jikim.net/sos ,
1588-9128
•한국정보화진흥원 : www.iapc.or.kr , 15990075

카카오톡
왕따(카따)

떼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
는것

카톡방폭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
가버려 피해 학생만 카톡방에 남게 하는 것

카톡감옥

피해 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
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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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예시 답안

해 보기

사이버 폭력 실태
■ 사이버 폭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믿을 만한 사이트의 사이버 폭력의 실태
조사 현황을 찾아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논의해 보자.

02.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최신 유형

23

설명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령
취급하는 행위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일제히 의미 없는 메시
지를 던져서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행위

카카오톡
왕따(카따)

기타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학생에게 상납 받
는 행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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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의 직업

03

중단원 개관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보 사회는 컴퓨
팅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사회의 구조
와 환경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직업의 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I 학습 목표 I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업 변화에 따른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있다.

정보 사회는 사회의 구조와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업까지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 통신 발달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알아보자.

중단원 학습 목표
1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업이 어떻

정보 사회의 직업 특성

정보 사회에서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직업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컴퓨팅 기술은 컴

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한다.

퓨터 과학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해당 분야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빠르고

•정보 기술의 발달과 직업 변화에 따라 컴퓨팅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기존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업무 처리
방식을 변화시켰다. 농부나 건축 설계사, 기자 등과 같은 직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보 사

사고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직업이지만, 과거에 비해 컴퓨팅 시스템이 가진 역량을 활용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도 방법
•최근 정보 기술의 응용 사례를 제시하고 살펴
보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의 변화
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앞으로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4 Ⅰ. 정보 사회의 이해

지도 자료
직업의 변화

증가 등의 요인이다.

코치, 이혼상담사, 임신출산육아 코치, 민간

현재 ‘한국직업사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입체(3D)프린터 개발자, 스마트헬스케어

조사원, 영유아안전장치 설치원, 온실가스 관

총 직업 수는 모두 1만 1,440개이다. 한국고용

개발자, 엔스크린서비스 개발자, 빅데이터 전

리 컨설턴트, 연구실안전 전문가, 홀로그램

정보원은 2014년 직업 세계 조사를 통해 기술

문가,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디지털

전문가

의 발달과 사회 변화 등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광고 게시판 기획자, 빌딩 정보 모델링 전문

직업 26개를 ‘한국직업사전’ DB에 등재했다

가, 도시재생 전문가, 온라인평판 관리원, 정

고 한다.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은 기술의

밀농업 기술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연구기

발달, 부문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획 평가사, 연구장비 전문가, 산림치유 지도

서비스의 등장,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사, 소셜미디어 전문가, 수의사 보조원 생활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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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농부

친환경 축산 스마트 축산 기술의 양축 현장 적용

농업, 축산업 등 과거에는 모든 부분을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팅
시스템이 접목되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도와 습도 등을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병해충 관리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축산 환경 개

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수확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언제 수확하면 좋을지 예측하는 일
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선을 위한 축사 관리 및 정밀한 가축 관리를 위한
축사원격 실시간 관리 CCTV시스템을 10여 개소
의 축사에 시범 보급했다.
축사 관리 CCTV시스템은 축사의 곳곳에 카메
라를 설치해 거실이나 안방의 TV 옆에 모니터를
설치해 한눈에 축사 전체를 관찰할 수 있고, 휴대
전화를 통해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어 외출 시에
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최종만(48) 씨는 “가축 관리가 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화재나 도난 방지 효과도 있어, 노

트 축산

기술

현장
의 양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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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환경 친
화적인 축산 기반 조성과 웰빙 축산 환경 제공으
로 편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
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3.06.04]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
=502034&thread=09r02
지도 자료
하드웨어 개발자
컴퓨팅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를 개
발하고 그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컴퓨터 과학적 지식과 함께 전기전자적 지식
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졌다.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
터라고 알고 있는 서버,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
퓨터 등에 대한 것을 하드웨어라고 말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고 있고 프
로그래밍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들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개발자는 단순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
id=5391)

히 컴퓨팅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관
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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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건축 설계사

중국에 3D 프린터로 뽑아낸 집…

건축 설계사는 도면 설계를 위한 기술 설계 능력과 공간 지각력, 창의력이 필요하다. 과거
에는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 캐드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흥분되는 결과물”

평면 도면을 제작한 후 3D 맥스와 스케치업 등을 이용해 입체화한다. 또한 3D 프린터의 등
장으로 모형 제작까지 한층 수월하게 만들고 있다.

3D 프린터로 뽑아낸 집이 공개돼 지구촌의 이
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해당 건물은 바닥부터 벽까지 모두 3D 프린터
로 제작됐으며, 6층 규모에 면적은 총 1100㎡다.
일부 외신은 이 건물에 대해 “근래 업계에서 가장
흥분되는 결과물”이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손을 사용한 도면 설계

손으로 집 모형 제작

건물을 제작한 건 중국 3D 프린팅 건축 기업 ‘윈
선’의 관계자는 “건물 바닥과 벽은 모두 공장에서

현재

3D 프린터로 제작한 후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 건
축 예정지로 가져온다.”며 “현장에서 벽과 바닥을
조립해 완성된 건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윈선에 따르면 3D 프린터를 이용해 집을 지으

컴퓨팅 도구를 사용한 건축 도면 설계

3D 프린터로 만든 집

면 일반적인 주택 건설에서 필요한 재료의 60%
를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은 기존 방식의 30%밖에
들지 않고 노동은 80% 이상 줄어든다. 특히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로 콘크리트, 유리 섬유,

중국에 3D 프린터로 뽑아낸 집… “업계에서 가장 흥분되는 결과물”

모래 등은 물론 건축 폐기물까지 활용할 수 있다

3D 프린터로 뽑아낸 집이 공개돼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건물은 바닥부터 벽까지 모두 3D 프린터로 제

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윈선은 지난해 4월 3D 프린터를 이용해 하루
만에 10개의 집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당시 윈

작됐으며, 6층 규모에 면적은 총 1100㎡다. 일부 외신은 이 건물에 대해 ‘근래 업계에서 가장 흥분되는 결과물’이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건물을 제작한 중국 3D 프린팅 건축 기업 ‘윈선’의 관계자는 “건물 바닥과 벽은 모두 공장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후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 건축 예정지로 가져온다.”며 “현장에서 벽과 바닥을 조립해 완성된 건
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윈선에 따르면 3D 프린터를 이용해 집을 지으면 일반적인 주택 건설에서 필요한 재료의
60%를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은 기존 방식의 30%밖에 들지 않고 노동은 80% 이상 줄어든다. 특히 3D 프린터에 들어
가는 ‘잉크’로 콘크리트, 유리 섬유, 모래 등은 물론 건축 폐기물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선은 가로 32m 높이 6.5m의 3D 프린터기로 집
을 프린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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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만화영화 속에서
나 보던 게 현실로 헐”, “와 난 처음에 진짜 집인
줄 알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3D
프린팅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
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3D 프린터 시장은 지난
해 60% 이상 커졌고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
어질 것”이라며 “작년에 10만8000대 수준인 세계
3D프린터 출하 대수는 2018년 230만대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1 2015.01.20]

지도 자료
업무상 갖추어야 할 정보 통신 기술
•사무직 – 운영 체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게임 제작자 – 게임 그래픽, 게임 프로그래밍
•정보 보호 전문가 –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웹디자이너 – HTML, PHP, JSP 포토샵, 플래시 등

http://news1.kr/articles/?2055598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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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로봇 기자

LA 지진 8분 만에 보도.. ‘로봇 기자’ 활약 화제

과거 기자들은 사건 보도를 위하여 수첩과 펜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팩스를 이용하거
나 직접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가서 편집하여 보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전달 방법이었다. 그러나

요즘 기자들은 상상도 안 되는 전설 같은 얘기

정보 기술의 발달은 휴대용 컴퓨팅 기기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를 꺼낸 건 지난 주 발생한 로스엔젤레스(LA)에

서 바로 기사를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장 최근에는 기자의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로봇 기자가 개발되어 사람보다 더 빠르
고 정확한 사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로봇이 쓴 기사는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비

발생한 초대형 지진 때문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

교할 때 우수한 생산성을 가진다. 또한 로봇이 쓴 기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부분에

게 말하자. 지진 발생 소식을 8분 만에 속보 처리

서 사람보다 정확하고 뛰어난 분석력을 보이기도 한다.

한 LA타임스의 뛰어난 로봇 기자 때문이다.
로봇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LA 메트로 면
담당 편집자에게 메일을 보낸 뒤 곧바로 기사를
작성했다. 주요 팩트는 USGS가 보낸 메일에 포
함돼 있었다. 다만 로봇은 지진의 진도에 따라 ‘강
력한’, ‘미약한’ 같은 형용사를 알아서 선택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로봇 기자가 담당 데스크에
게 기사를 송고한 것은 이날 오전 6시28분. 지진
이 발생한 지 3분, LA타임스에 메일이 도착한 지
불과 1분 만이었다.

화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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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기자의 경보 메일을 받은 담당 데스크가
기사를 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분 뒤인 6시
32분. 그리고 1분 뒤인 6시33분에 지진 발생 사실
을 알리는 속보가 송고됐다.
[아이뉴스 2014.03.24]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
?newsid=20140324095606398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팅 시스템에서 실제적으로 구동되는 소프
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학생들이 컴퓨터

지도 자료
직업 관련 참고 영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김선 교수 – 컴퓨터 공학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KgAfMpLbS0s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이제희 교수 – 컴퓨터 공학의 전공적성과 미래전망
https://www.youtube.com/watch?v=prpJW6w7-Os
•한국고용정보원 – 학과정보 – 컴퓨터공학과
https://www.youtube.com/watch?v=YFO5o0Wt53w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SESuctdE9vM

관련 직업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
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미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속해서
코드를 입력하는 단순 노동자에 가깝다. 또한 혼
자 일하고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괴짜 기질이 있
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
록 하며,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것이 소
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
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03. 정보 사회의 직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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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보안 전문가

정보 사회의 직업 변화

정보 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서, 컴퓨터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
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 활동의 핵심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가 컴퓨팅 시스템

머,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과거 산업 사회에 없던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
다. 정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자.

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이것을 불법적으로 취
득하고 사용하려는 시도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

,

음을 강조하고, 보안 관련 직업이 정보 사회에서

1)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하는 직업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는

https://www.youtube.com/watch?v=8y

사용자의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떻

TxHbKlQBQ

게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9Gg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고 컴퓨팅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하

MNSlcgW0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컴퓨터보안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 한국고용

러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므로 의사 소통 능력과 협동 능

정보원

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책임과 인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

내심, 도전 정신 또한 요구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zgH
CfmMTWk

2) 시스템 엔지니어

https://www.youtube.com/watch?v=o35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

jJ1Ii6pE

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이 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할

미래직업 뜨는직업 – 컴퓨터보안전문가 - EBS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직업이다. 여러 대의 컴퓨팅 기기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되 문제가 없도록 하며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도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 분야 중에서

지도 자료

도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 통
신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개인이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

데이터 분석가

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와 마찬가지로 의사 소통 능력, 협동
력 등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분석가는 현재 컴퓨팅 관련 직업 중 가
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전 사회는 자
료의 절대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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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했지만 컴퓨팅 기술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가져다주는 현재에는 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
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현재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와
함께 이를 분석하는 직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ssf

지도 자료
기술 분야 직업 종류
구분

직업

8JWWHY4
빅데이터시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떻

정보 통신 기술

정보 보호 전문가

우주 항공 기술

항공 교통 관제사

생명 기술

의공학 엔지니어

게 될 수 있으며 분석언어 R은 왜 필요한가? TalkIT 지식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NFt1M
bChFMU

하는 일
해킹, 바이러스 등의 사태에 대
비해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항공 교통의 흐름이 안전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인공 장기, 의수족 등 의료 생산
품과 의료 시스템을 연구 개발

세바시 - 데이터로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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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 기획
하고 설계 및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네트워

3) 사이버 수사관
사이버 수사관은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바이러스 유포 등 온

크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수사하는 직업이다. 사이버

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에서
증거를 찾고 이를 분석하는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에 대한 기능성, 안정성, 확장성, 변경 가능성, 관

능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며 하드웨어, 운영 체

리 용이성에 입각하여 구조를 설계한다.

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
련된 자격증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설계 지시서에 따라 관련 하드웨어 장비 및 네
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달 방안을 마련하
고, 발주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입고되면 개별 시
스템에 대한 설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 확인하고 이의 결과를 평가한다.

4)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는 다양한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별 시스템 및 통합 구축된 네트워크 시스템

현대 사회에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

의 시험 평가가 완료되면 실제 운영에 대비한 네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가가 대표적이
다. 데이터 과학자는 빅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트워크 시스템의 운영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가 흘러가는 추세를 파악하는 능력

트워크 고장 시 네트워크 관리자와 더불어 원인

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재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부분

파악을 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
며,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그래픽 디
자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03. 정보 사회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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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는 웹 사이트 또는 멀
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
되는 작품을 기획, 연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웹
기획자는 웹에서 서비스할 전체적인 계획을 설정
하여, 디자인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

구분
로봇과 자동화
기술

직업
인공 지능 전문가

하는 일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 시스템을
연구 개발

환경과 건설

대체 에너지 개발

저공해, 고효율의 대체 에너지

기술

연구원

기술 연구 개발

항들에 대한 기획과 개발을 한다. 웹 사이트를 새
롭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용
자, 경쟁업체, 시장 등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멀티미디어 기
획자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과 같은 멀티미디
어 콘텐츠의 장르와 대상 연령층, 게임 난이도, 각
종 캐릭터의 역할 및 특징, 기본적인 스토리 전개
등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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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SW

해 보기

1. 사라진 직업
전차 운전사, 버스 안내양, 미싱공, 재단사, 전화

1)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라진 직업과 생겨난 직업을 조사해 보자.

교환원, 타자원, 활자 주조 등의 직업 등

사라진 직업

사라진 이유

생겨난 직업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2. 생겨난 직업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직업, 텔레마케
터, 모바일 프로그래머, 기후 변화 전문 연구원,
전기차 설계 기술자, 로봇 동작 생성 연구원 등
매우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기술(IT)

환경오염과 자원부족
vs 신 재생에너지

생명공학기술(BT)
그린잡
환경오염
재생 에너지

나노공학기술(NT) 우주항공공학기술(ST)
신 에너지
로봇의 발전
세계가 하나

한식의
세계우대 진출

일터의 세계화

다문화 관련직업

(커리어넷, 2014 미래의 직업세계)
http://www.career.go.kr/cnet/front/commbbs/courseMenu/
commBbsView.do?BBS_SEQ=122627

미래에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
공학기술(NT), 우주항공공학기술(ST)와 같은 여
러 분야의 과학기술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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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분
석과 전반적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데이터베
이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 방법 설명과 문제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사용
을 위해 향상된 성능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한다.
32 I 정보 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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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향후 10년후 임금 수준 향상 직업
2) 컴퓨터 과학 분야의 발전을 살펴볼 때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 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순위
생겨날 직업

역할

03. 정보 사회의 직업

상승 20선

1

컴퓨터보안전문가

2

기업고위임원

3

항공기정비원

4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조작원

5

컴퓨터시스템 설계 분석가

6

해외영업원

7

자연 생명과학 관련 연구원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9

금융자산운용가

10

상담전문가

11

투자 및 신용분석가

12

관제사

13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14

기술영업원

15

컴퓨터 공학기술자(엔지니어)

16

소방관

17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18

무인경비시스템 종사원

19

환경 및 보건위생검사

20

특수학교교사

3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도 자료
미래 학자들이 전망하는 미래 쇠퇴 직업
기존 거래 중개인
교실에서 강의하는
교사와 교수
인쇄 언론 및 인쇄업
최고 경영자 직책
교도관

인터넷에 의한 전자 거래로 대체
온라인을 통한 원격 강의 수단 확대

화물차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컴퓨터 조작으로 운행하는 고속 무인 화
물차 등장
모바일 홈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신문 잡지 발행 증가
업무의 수평 분권화 및 업무 시간의 글
로벌 시간 체제
초소형 감시 장비를 통한 죄수 감시 기
능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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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SW

더
알아보기

대표적 취업정보 포털 사이트

직업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학과 정보 및 기본 직업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다.
사이트 이름 및 주소

- 신입 사원 공채, 업직종별, 역세권별 채용 정보,

1

아르바이트, 헤드헌팅, 인재 파견 정보, 연봉

고유니
http://www.gouni.co.kr/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계열별 학과 소개
교육 내용, 졸업 후 진로, 설치

학과 정보

대학 안내

정보 제공
2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know.work.go.kr/

직업의 다양한 정보 수량화, 진
로 선택과 직업 훈련 및 직업
상담

학과 정보 &
직업정보

•사람인 (http://www.saramin.co.kr)
3

- 취업, 공채, 채용, 구인 구직, 아르바이트, 헤드

4

헌팅 정보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다양한 직업 훈련 정보, 국가

http://www.hrdkorea.or.kr/

공인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직업 정보

직업 진로 정보망, 직업 사전,
학교, 학과, 자격증 정보, 진로

직업 정보

상담

[출처 : 랭크존(http://www.rankey.com) 자료 참조]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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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인 구직 정보 서비스로 원격 직업 상
담, 직업 선호도 검사

•인크루트 (http://www.incruit.com/)

지도 자료
‘10년 후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 무엇이 있을까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
업 고르기 노하우’를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

- 직종별, 지역별, 공기업, 외국계 기업별 구인 리
스트와 취업 전략, 상시 채용 안내 제공

면, 인공지능·로봇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교사, 목수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으로 꼽혔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급변하면서 현재 있는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측이 전제됐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년 후
세상에 있을 직업 중 약 65%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또 호주
정부는 현존 직업 중 50만 개가량이 인공 지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기계로 대
치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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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이 단원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정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올바른 정보

학습 정리

윤리(개인 정보, 지적 재산권, 사이버 폭력)를 이
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한

1 정보 사회란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전의 사회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여 유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다. 또한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직업 세계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2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예의를 말

정보 사회란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

한다.

를 말하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전의 사회

▶개인 정보의 유형에는 신원 정보,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등 매우 다양하며,
이전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 정보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의 수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여 유익하고 편리

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의적 정신 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하

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이다.

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휴대 전화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

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예의를 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한다. 개인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3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직업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 기술이 컴퓨터 과학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돕게 되면서 직업 종사자가 갖

서 이름, 주민 등록 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추어야 할 역량과 업무 처리 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창
의적 정신 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부여하는 권리이며, 사이버 폭력은 정
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보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 과학 분야뿐 아
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핛학습 정리

33

점검하기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은 정
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 정보 윤리(개인 정보, 지
WP는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저서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생각’ 등을
인용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당연한 얘기지만 ‘로봇이 당신의 직업을 대
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로봇이 대신 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거나 사교
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직업이라면 미래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는
기술’도 자신의 직업을 오래 살아남게 하는 요인이다. 뭔가 재미있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종합적·창조
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뉴미디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미래는 콘텐트를 생산하
고 주고받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적 재산권, 사이버 폭력)의 각 개념과 종류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에서 정보 기술 발달로 인해 변화한 직업을
살펴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
아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 달
성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외에 학생들이 직
접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북
돋울 수 있도록 한다.

03. 정보 사회의 직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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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 사회와 진로
01. 정보 기술과 직업
02. 포트폴리오 작성
03. 동아리 소개 글 작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공간인 서버에 프로그램과
자료 저장 공간을 두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데스크톱이나 태블
릿,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컴퓨팅 기기로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저
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료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저장한 정보의 분실 위험을 덜어 주고 정보의
휴대성을 높여주는 데다가 온라인에서의 동시적 협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도구들을 활용
하여 진로 준비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고 온라인 협업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다.

01. 정보 기술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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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보 사회와 진로

대단원명

1. 단원의 개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인터넷상의 공간인 서버에 프로그램과 자료 저장 공간을 두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데스크톱이나 태블릿, 노트
북, 스마트폰 등의 컴퓨팅 기기로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료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의 개발은 저장한 정보의 분실 위험을 덜어 주고 정보의 휴대성을 높여 주는 데다가 온라인에서의 동기적 협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여 진로 준비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고 온라인 협업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정보 사회와 진로

정보 기술과 직업
•직업에서 업무 처리 방
식의 다양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
템의 활용

포트폴리오 작성
•포트폴리오의 개념

동아리 소개 글 작성

동아리 소개 글 작성

동아리 소개 글 작성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

•팀을 알리는 글 작성하기

•팀을 알리는 글 평가하기

•포트폴리오 필요성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

작성 계획하기
•역할 분담 및 편집 도구

들기

선정하기

•폴더와 문서 만들기

3. 단원의 지도 목표
•직업에서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직업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포트폴리오의 개념, 작성 과정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팀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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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원의 지도 계획

단원명

차시
(시간)

내용 요소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학습 자료

•직업에서 다양한 업무 처리 방식 이해하기
1. 정보 기술과

1

직업

(40분)

정보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활용 알기

직업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지원하는 도구

컴퓨터,
필기도구

알아보기

평가

교과서

지도서

방법

쪽수

쪽수

36쪽

40쪽

43쪽

47쪽

54쪽

58쪽

58쪽

62쪽

60쪽

64쪽

61쪽

65쪽

관찰법,
자기,
동료 평가

•포트폴리오의 개념 이해하기
2. 포트폴리오

2~3

포트폴리오

작성

(80분)

작성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알기
•포트폴리오의 작성 과정과 방법 알기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

컴퓨터,
필기도구

관찰법,
자기,
동료 평가

작성하기
4

동아리 소개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 작성 계획하기
•역할 분담 및 편집 도구 선정하기

(40분)

글 작성

3. 동아리 소개

5~6

동아리 소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알기

글 작성

(80분)

글 작성

•팀을 알리는 글 작성하기

7~8

동아리 소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알기

(80분)

글 작성

•팀을 알리는 글 평가하기

대단원 마무리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알기

대단원 마무리

컴퓨터,
필기도구

컴퓨터,
필기도구

컴퓨터,
필기도구

컴퓨터

관찰법,
자기,
동료 평가
관찰법,
자기,
동료 평가
관찰법,
자기,
동료 평가
관찰법
동료 평가

5. 단원의 평가 방향
①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정보 기술은 무엇이 있으며, 직업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 발표 계획을 세워 스토리 보드로 구상하여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 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생산하여 발표를 통해
동료들과 공유하여 보는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6.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정보 기술과 그에 따른 직업에서의 변화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변화된 직업과 직업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의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작성 과정,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동아리 소개 글 작성할 때 협업력과 발표 계획을 세워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II 정보 사회와 진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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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1

정보 기술과 직업

정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업
무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으로 연결
I 학습 목표 I

된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 자체에서 자료를 처리

1. 직업에서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 직업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을 알 수 있다.

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협업이 가능
하도록 한다.

정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 자체에서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1

중단원 학습 목표

직업에서 업무 처리 방식의 다양화

정보 기술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직업에서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도

인터넷의 발달은 업무 처리를 위해 회의를 할 때 참석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대신 음성이나 화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

록 한다.

템의 개발로 온라인 상에서 회의뿐 아니라 협업까지도 가능해졌다.

•직업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법
•과거와 현재의 직업에서 업무 처리 방식의 변
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여 지도
한다.
•최근 정보 기술의 응용 사례를 제시하고 살펴
보도록 하여 현재 직업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
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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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기존의 협업 방식
자료 조사, 자료 취합 및 정리, 발표 자료 제작, 발표, 보고서 작성을 따로 나눠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팀원들 간에 자료 조사를 잘하고 있는지, 발표 자료, 보고서는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발표 자료를 만든 팀원과 발표하는 팀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표
를 하기 어렵다.
이는 완제품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조립 생산 라인에서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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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

지도 자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해 뒀지!
접속하면 되겠다.

어? USB를
놓고 왔네… .

협업 방식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드롭박스(Dropbox),
구글 드라이브, N 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등이 있다.

역할
분담

자료
조사

자료
취합 및
정리

보고서
제출

발표

발표
자료
만들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내 컴퓨터에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지?
OO사이트에 접속해서 만들어야겠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없는데….

지도 자료
협업의 정의
협업은 인류가 존재해 왔던 시절부터 지속적
으로 해오던 일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

협업은 하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공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둘 이상
의 사람이나 조직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반복적
인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림 설명
01. 정보 기술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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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
① 회사원 ○○씨가 작업한 파일을 USB에 저장
해 놓고 집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② 집에서 작업한 파일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
템에 저장해 두었었다.
③ 파일을 열어보려고 하나 자신의 컴퓨터에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진다.
④ 자신의 컴퓨터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없
어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파일을 열
어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팀원 A
역할 : 자료 조사 및 정리

팀원 B
역할 : 발표 자료 제작

팀원 C
역할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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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Cloud Computing System)은 개인이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들

VM웨어, 직장인 대상

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저장 공간인 서버에 두거나 서버에서 제공하

‘클라우드의 참견’ 캠페인 개최

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서버의 소프트웨어에

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신의 컴퓨팅
접근함으로써 언제든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자료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태블릿

VM웨어 코리아는 오는 21일까지 웹툰 작가 김
양수와 함께 직장인 대상의 페이스북 캠페인 ‘클
라우드의 참견’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데스크 톱

노트북

이번 캠페인은 직장인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 걱정 없이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효용을 알리자는 취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자료 저장)

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에피소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서버에 접속

를 유머스럽게 녹여내는 ‘생활의 참견’으로 유명

하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 사람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
고 동시에 협업도 가능하다.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한 김양수 작가의 웹툰을 통해 직장인들의 클라
우드 활용 사례를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

OOO 씨와 같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OOO 씨는 해외 출장 중이니
어쩐다. 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협업도 가능하니 참 편리하군.

보 기술(IT) 기기로 업무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트렌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M웨어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PC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드유저 솔루션인 ‘VM웨어
Horizon Suite’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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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협업)

VM웨어 코리아 유재성 사장은 “모바일 클라우
드 시대의 최전선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데스크톱
가상화를 통한 클라우드 업무 환경의 효과와 가
치를 더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편리
한 직장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캠페
인을 마련했다” 면서 “VM웨어 코리아는 앞으로
도 클라우드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 자료
온라인 협업 방식
라인 협업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에 접속해서 작
성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료 조사, 자료 취합 및 정리, 발표 자료 작성을 한다면 우
리가 하던 기존의 ‘분업’을 ‘협업’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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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도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기계적인 장치로만 구성된
전통적인 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현대의 자동차에 적용된 컴퓨팅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SW

읽을거리

해 보기

관공서·공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본격화…성장 잠재력 高高
■ 아래의 그림에서 총무부와 기획부의 업무 처리 방식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황 전망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계의
총무부

기획부

총아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선 아마존웹서비
스(AWS)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구

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번 달 각자 일정을
입력합시다. 개인 일정이
확정되면 부서원 모두가
일정이 없는 날에 야유회
갑시다! 내가 맛있는
식사를 사겠습니다.

이번 달 각자
일정을 A 파일에
입력해 주세요.
이 대리는 파일을
취합해서 일정
정리해 줘요.

글, 오픈스택 등을 통칭해 ‘아미고(AMIGO)’라 불
리는 거대 정보 기술(IT) 기업들이 왕좌를 차지하
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급변하는 기업 IT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와 솔루션, 스토리지

회사에 있는 공 대리

등 컴퓨팅 자원을 한곳에 모아 놓고 필요한 만큼
미국에 있는 김 과장

스페인에 있는 서 차장

쓰고 사용량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컴퓨팅 서비
스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초기 시스템 구축 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구글 docs, MS 오피스 온라인
등이 있다.

우리 부서
일정 txt

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IT환경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내 IT인력 운용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
다. 최근 태블릿PC,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이
용이 늘어남에 따라 스토리지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다.
IT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거

01. 정보 기술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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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시장에 비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2.22% 증가한 5238억
원을 기록했다. 성장 잠재력이 충분함을 보여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올

온라인
협업 도구

팀원 C와
소통하여
자료 조사
및 정리

팀원 A와 소통하여
자료 조사 및 발표 자료 만들기

팀원 A, B와
소통하여
발표 자료 제작
및 발표

해 사업 구조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모바일 중
심으로 활발하게 재편하고 있다. 기업들의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동성과 실시간 대
응이 가능한 모바일 부문을 강화하려는 추세다.
[한국경제 2015.01.23.]

협력

협력

http://www.hankyung.com/news/app/
newsview.php?aid=2015012229691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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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3

온라인 협업 도구 종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지원하는 도구

1) 파일 저장 및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중 파일을 저장하고 관
리하는 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연
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집한 자료나 작
성한 파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폴더
는 타인과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폴더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자
신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제
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중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워드프로세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되던 워드프로세서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에 접속해서 문서를 작성하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문서,

고 작성한 문서를 해당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워드프로세서에서 보
는 화면과 매우 유사하며 워드프로세서가 제공하는 기능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작업하

스프레트시트, 프리젠테이션 등의 기능을 무료

는 모든 문서는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
로든 접속하여 재사용 및 수정이 가능하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메모는 다른

로 사용가능하다. 현재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라에서도 협업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
인 협업 도구로는 구글 독스, MS 오피스 온라인
등이 있다.
① 포디오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로, 프로젝트 관리 시스
템의 기능성 추가를 목표로 한다. 사용자들마다
자신의 프로필이 있는데 이는 매니저, 직속 상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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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매니저, 리드 개발자 같은 다른 사람들
과도 연계돼 있다. 채팅 앱, 내부 이메일, 연락처,
캘린더, 할일 기능도 포함돼 있다.
② 아사나
아사나(Asana)는 프로젝트 관리 및 작업흐름
관리 툴로,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인터페이스를
가장 생산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작동되며 작업
과 할 일을 할당하고 중간 목표치와 마감일을 설
정하며 모든 작업을 태블릿, 스마트폰, 데스크톱

③ 야머
야머는 직원들 사이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툴로 많은 기능이 무료로
제공된다. 페이스북에 비교될 정도로 사용하기도 쉬워 협업 소프트웨어 무대로
진출하기 훌륭하다. 사용자들은 개인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참
여하고, 댓글을 공유하고 ‘좋아요’하며,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http://www.ciokorea.com/news/121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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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젠테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지원한다. 클

프레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이 설치된 서버에 접속
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작성한 문서는 자동 저장되고 메모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협업이

프레지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된다. 프레
지는 모든 데이터를 서버
에 저장하고 다른 사람들
과 함께 볼 수 있으며, 함
께 협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프레지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진
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의 복사는 필요 없
으며, 간단히 웹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프레젠
테이션을 진행하면 된다.

가능하다.
글을 포함하여 그림이나 영상 등을 삽입할 수 있다.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프로그램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간단한 것은 적용시킬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지도 자료
프레지 협업하기

4) 스프레드시트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도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
용하는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제공하며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다. 간
단한 함수나 수식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차트나 이미지도 입력할 수 있다. 특히 설문지와 연결
이 가능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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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현재 프레젠테이
션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명단이 화면의 우측에 표
현된다. 또한 화면에서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도
표현된다. 상대방이 어떠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지 표현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작업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표현된다. 작업한 내
용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먼
저 만든 사람이지만, 공동 작업자들 역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공유된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협업을 중단하는 방법은 공유하기로 들어간
후 협업자를 삭제하면 된다.

지도 자료
프레지 공유하기
프레지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지를 공유해야 한다. 이때, 공유는 크게 2가지다. 먼
저 자신이 만든 프레지를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비공개는 자신만이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숨기기를 클릭하면 링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링크가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다. 공개를 선택하면, 인터넷에서 누
구나 검색하여 내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하단에 재사용까지 허락한다면 내가 만든 프레지를 템플릿으로 다른 사람이 사
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번째 공유 설정은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자신과 함께 협업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추가하면 상대방의 메일함으로 메일
이 발송된다. 상대방은 메일을 확인하고 감상하기를 클릭하면 상대방과 내가 같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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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지 작성 도구

웹 설문지 만들기, 결과 확인하기 (예. 구글 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설문지를 쉽게 작성하여 배포하는 기능, 수집된 데이터를 편리

라이브)

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설문 직후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수 있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지는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되므로 분삭 결과를 나타내는 표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왼쪽 상단의 새로

나 차트를 그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더보기’를 클릭한 후, ‘google 설문지’를 선택
한다.
•설문지는 구글 문서와 같이 저장할 필요가 없
다. 변경 사항은 바로 적용되어 저장된다. 설문
지 설정에서 1인 1응답만 할 것인지를 선택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고, 문항을 섞을 것인지를 선택한다.

6) 그리기 도구

•설문지의 제목을 입력하고 질문의 제목을 입력

이미지를 정교하게 편집하거나 그리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미지나 텍스트를 입력
하고 간단한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한 기능을 지원한다. 다른 도구와 같이

한다. 그리고 질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

협업을 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이미지는 다른 문서나 웹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다.

반적으로 객관식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
고 질문의 개수에 따라서 항목 추가 버튼을 클
릭하여 질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설문지가 완료된 후 상단의 현재 형식 보기를
통해 설문지가 어떻게 출판될지 미리 볼 수
있다.
•상단의 설문지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리기 도구

유할 링크가 만들어진다. 이 링크를 친구들에
게 제공하면 친구들이 링크를 통하여 직접 설
문지에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링크가 너무 긴

42 Ⅱ. 정보 사회와 진로

경우 약식 URL버튼을 클릭하면 URL 주소를
줄여 준다. 이메일로 설문지 링크를 배포할 수
있다. 링크 공유는 SNS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설문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메뉴
중 ‘응답 보기’를 클릭한다. 설문지의 결과는 스

지도 자료
웹 이미지 제작하기 (예.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왼쪽 상단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프레드시트로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더보기’를 클릭한 후, ‘google 드로잉’을 선택한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구글 드로잉에 접속하면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 준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저장 버튼이 없다는 것이다. 구글 드
라이브에서 작업하는 모든 파일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
한 기기로든 접속이 가능하다.
•구글 드라이브로 다른 사람과 협업을 위해서는 위에 보이는 ‘제목 없는 문서’가
아닌 특정한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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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작성

중단원 개관
포트폴리오는 내가 생활해 온 오랜 시간 동안
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
여 모아 놓은 작품집으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I 학습 목표 I

할 때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포트폴리오의 작성 과정과 방법을 안다.
2.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생활해 온 오랜 시간 동안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쉽
게 정리하여 모아 놓은 작품집으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자신을 알리는 중요

중단원 학습 목표

한 역할을 한다.

1

•포트폴리오의 작성 과정과 방법을 알 수 있도

포트폴리오란

록 한다.

포트폴리오는 나의 능력과 잠재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집으로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내
가 무엇을 했는가를 나열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개성, 장점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

다. 다양한 나의 이력들을 일목요연하게 편집하고 분류하여 시간 흐름으로 보여 주기에 용이하

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곧, 포트폴리오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설
명해 준다.
나의 성장 과정

지도 방법

나의 노력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포트폴리의 개념, 작성 과정과 필요성을 이해
포트폴리오

할 수 있도록 기사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지도
한다.

나의 활동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포트폴리오의 개념
02.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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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드라이브,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드라이브 비교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MS 원 드라이브

iCloud 드라이브

제공 용량

30GB

15GB

15GB

5GB

전송 속도

★★★★★

★★★★☆

★★☆☆☆

★★★☆☆

스마트폰 애플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워드, 슬라이드, 셀

워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 그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설문

페이지, 넘버, 키노트

파일공유

네이버 유저끼리만 공유
가능

구글 유저가 아니어도 파일
접근 및 수정 가능

원 드라이브 유저가 아니어도 파일
접근 및 수정 가능

불가능

디자인

복잡하고 광고, 팝업 많음

깔끔함. 텍스트 위주

심플하고 쾌적함

애플 특유의 심플함

특이사항

스마트폰 사진 자동 백업
기능

구글 play의 다양한 애플과
연계 가능

온라인 MS오피스 서비스 제공
윈도우 8부터 기본 탑재

애플 제품과 함께 사용하
면 효과 증대

작성 가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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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트폴리오, 누구에게 필요할까
포트폴리오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잘하는가가 담겨 있다. 보석, 웹, 소품 등

진로

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디자인해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자신과 타인

온 작품들을 담는다. 건축가는 설계해 온 다양한 건축 도면들을 담아 둔다. 학생들은 어떤 활

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정

동들을 해 왔고 꿈을 향해 무엇을 했는지 등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진학을 할 때나 취업을
확히,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활동을 일이라고 하며, 한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수행한 일을 총칭해서 커리어라고 한다.
커리어라는 용어는 전후 문맥에 따라 진로, 생
애 또는 경력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어
사전에서 진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 또는 나아
갈 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보석 디자이너

웹 개발자

만화 작가

2)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할까
나를 알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만드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적을 결정하고 나면 내 포트
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도구로 제작할 것인지를 선정해야 한다. 링바인더
나 클리어 파일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장기 보관이 용이하고 분실 위험이 매우

지도 자료

적은 컴퓨팅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은 문서
작성, 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보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야 할 조건

여 줄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

목적 설정

포함할 내용

목차 구성

제작 도구
선정

작성

포트폴리오
완성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

포트폴리오는 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단순히 나열하
기보다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으면서 나를 돋보일 수 있도록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
기도 좋은 것처럼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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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나만의 포트폴리오, 앱으로 관리한다?!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야 할 조건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란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얼굴’과 같다. ‘DEPOL(디폴)’

자신감

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창의성

일관성

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손쉽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다른 디자
이너들과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인맥을 형

적절한 디자인

연속성

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종 경력 사항과
능력을 기재해 두면 자신에게 관심 있는 고용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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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2

서류 전형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는 자기 소개, 진로 희망, 자신의 활동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많
은 것을 포함한다고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작성하고자

“포트폴리오 나쁘면 이력서 보지도 않는다”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를 선정하여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클라
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자.

SW

포트폴리오 목적을 설정하여 제작
계획을 세우면 포트폴리오를 제작
하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며 내

해 보기

용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다.

■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계획을 세워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내용은 목적
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다
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좋
아 보여서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내용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보다 이야기가 있도
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가족 관계

포트폴리오의 목차를 구성할 때에
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앞에 배치

나의 사진
붙이기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소개

나의 능력과
소신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경험

OO사 임OO 인사팀장은 개발 직군의 서류 전

내가 잘하는 것

형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보다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강조했다.
학력·성적·성별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지
않는 만큼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시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
다. 서류 전형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이력서와 자
02. 포트폴리오 작성

45

기소개서를 열어 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해당직무에 필요한 역
량 및 자세를 분석해 자신만의 적성과 구체적인
경험을 담아야 한다. 넥슨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심사자는 모

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앱을 실행하면 다른 사용자의 작품 사진이 최신순으로
나타난다. 관심 있는 작품을 선택하면 더 큰 크기로 볼 수 있으며, 화면 하단에서는
작가의 이름과 작품에 달린 댓글, 좋아요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이름을 선택하면 프로필 화면으로 전환된다. 해당 작가가 올린 다른 프
로젝트 작품을 볼 수 있고, 작가의 기본 정보와 함께 희망하는 직종 분야, 경력 사

든 서류를 꼼꼼하게 볼 수 밖에 없다. 임 팀장은
개성이 있는 이력서를 쓰라고 강조했다.
[디스이즈게임, 2014.09.13]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
nboard/4/?n=56305

항 등도 볼 수 있다.
메시지 버튼을 터치해 해당 작가에게 바로 연락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른 사
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가 누른 좋아요 작품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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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해 보기

“나는 포트폴리오 없다...”
■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순서로 보여 줄 것인지 작성해 보자.

http://cafe.naver.com/raemiinjb/28

최근 스펙을 초월해 열린 채용을 진행하는 기

참고

업들이 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

포트폴리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여

오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 것인가를 선정하여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나를 소개하는 글

잡코리아 웰던투가 남녀 학생 1,281명을 대상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 포트폴리오 관리의 필

•나의 꿈(미래 계획)
•나의 취미 생활

요성을 느끼는가?’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필요

•롤 모델
•학업 계획

하다’가 68.9%, ‘필요없다’가 31.1% 비율을 차지

그 밖에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했다.

포트폴리오에 사진을 포함할 때에는 사진만 제시하는 것보다 그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반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지

동영상은 찍어 둔 모든 영상을 보여 주기보다는 어떤 장면을 부각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 관련된

에 대해 질문한 결과, ‘관리 안 한다’가 75.0%, ‘관

자막을 넣어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활동 자료는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대회 참여 등 했다는 사실보다는 활동하면서 느낀

리하고 있다’가 25.0% 비율로 포트폴리오의 필요

점, 깨닫게 된 점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의무적으로 참석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참여 사실을 보여
주고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성은 알지만, 실제 관리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스펙을 초월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
신의 관심 분야와 전공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46 Ⅱ. 정보 사회와 진로

만드는 것”이라며 “포트폴리오는 특정 학과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공을 불문하고 모두가 포
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뉴스와이어 2014.05.15]
http://www.newswire.co.kr/newsRead.

지도 자료
MBTI 성격 유형 진로와 직업 설계 (나의 미래 비전 설계하기)

php?no=750222

(http://blog.naver.com/1004navi/ 220252400307,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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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진로 관련 심리 검사 도구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
할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폴더를 만들고 필요한 사진이나 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저장해 보자.

검사명

시간

장소
한국직업능력개

진로 개발
준비도

발원 커리어넷

20분

(http://www.

검사

careernet.re.kr)
한국고용정보원

직업 가치관
검사

참고

워크넷

20분

(http://www.
work.go.kr)

구글(Google)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앞 단원에서 설명한 자료 저장과 관리 기능,
워드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작성 도구, 그리기 도구를 지원한다. 구글

한국고용정보원

계정을 만들고 나면 이러한 도구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직업 적성
검사

워크넷

60분

(http://www.
work.go.kr)
KPTI 온라인 심

MBTI(성격
유형 검사)

리검사센터

60분

(http://www.
career4u.net)

생성한 폴더, 공유할
문서 폴더, 휴지통 등
폴더의 목록을 보여
주는 부분

드라이브에 생성된
폴더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 주는 화면

드라이브에 어떤
폴더를 만들고
어떤 파일을 저장
하였는지 보여 주는
부분

Holland
적성 탐색

한국가이던스
60분

(http://www.

검사

guidance.co.kr)

기타 진로
관련 전문
02.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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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종합인력
내방

개발 센터 또는

검사

학생 상담 센터

지도 자료
웹 문서 만들기 (예. 구글 드라이브)
•drive.google.com 혹은 검색 엔진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을 볼
수 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새로 만들기에서 ‘google 문서’를 클릭한다. 구글 문서는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수행 및 저장을 모두 웹에서 수행하게 된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구글 문서에 접속하면 일반적인 워드프로세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 준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저장 버튼이 없다는
것이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하는 모든 문서는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로든 접속이 가능하다.
•구글 드라이브로 다른 사람과 협업을 위해서는 위에 보이는 ‘제목 없는 문서’가 아닌 특정한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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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1) 폴더와 문서 만들기

웹 문서 공유하기 (예. 구글 드라이브)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를 만들어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여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서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작성할 문서의 제목을 정한 후 공유 버튼을 클

설문지, 그림, 지도(Map)를 작성한 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릭한다.
•다른 사람과 협업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파일이나 폴더 올리기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클릭하는 경우

컴
저
파

본문의 링크 주소가 나타나게 된다. 링크 주소
폴더와 다양한 문서 작성 기능

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수정이 가능하게’, ‘댓글을 달 수 있게’, ‘볼

2) 자기소개

수만 있게’의 3가지가 있다. 다른 사람과 수정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슬

까지 가능하게 하고 싶다면, ‘모든 수정이 가능

라이드를 작성해 보자.

하게’를 클릭하고 나타난 링크를 다른 사람에
게 보내주면 된다.
•‘사용자’란은 사용자의 메일 주소나, 이미 등록

SW

해 보기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해 두었던 자료 중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삽입할 이미지를 불러와 적절한
글과 함께 나를 소개하는 글을 완성해 보자.

되어 있는 주소록을 통해 초대하는 방법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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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웹 문서 동시 편집하기 (예. 구글 드라이브)
•친구와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접속한 친구가
➊번과 같이 생긴다. 이때 친구가 편집하는 모
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
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➋번 버튼을 이용하면
문서 편집 화면 안에서 채팅을 하면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읽을거리
나만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고스펙 이기는 스토리의 힘
명문 대학교나 대기업일수록 자기소개서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수시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비중 있게 다루며, 기업에서
는 열린 채용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 이전의 스펙 위주의 채용 방식과는 달리 지
원자 본인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당 대학이나 기업에
만 제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개발되고 지원자에게 묻는 문항들도 발전을
거듭하며 계속 변형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와 연관된 현상이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성격과 능력, 목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심사숙고
해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한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그 자리에 얼마나 적합
한 인재인지, 무엇을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공동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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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자기소개서

1)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업로드, 컴퓨팅 기기에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글이다.

내장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 온라인 상의 파일, 구글 드라이브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포함된 파일, 직접
검색한 파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자신의 전부를 압축 표현
한 글이며,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어떻
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다면 직접
촬영 가능

온라인 상의
이미지를
불러와 사용할
때 URL 입력

고 있는지 등 자신을 설득력 있게 적은 글이다.

온라인 검색
스마트 기기와
동기화된
파일 삽입

•나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상에 저장된
파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드러나야 한다.
지도 자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

적절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투명도, 밝기, 대비를 조정할 수 있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을 달거나 크기를 조정하고 적당한 크기로

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

잘라내기도 가능하다.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나타낸
글을 통해 개인의 성격,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학
교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대인 관계나
조직에 대한 적응과 성실성, 책임감, 창의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도 자료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02.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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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기소개서는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쓰되
너무 장황하면 안 된다. 간단명료하면서도 구
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읽을거리
MS, 온라인 프리젠테이션 문서 도구 ‘스웨이’ 배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도구인 스웨이(sway)
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공개를 통해 MS 웹사이트 계정만

설득력과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진솔하게 작성한다.
자기소개서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어
서는 안 된다.

있으면 PC 모바일 등으로 접속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웨이는 MS의 클라

•장래의 희망과 포부를 밝힌다. 그리고 ‘열심히’,

우드 서버에서 작동하는 문서 작성 도구다. 이용자는 기기에 상관없이 웹기반 프

‘최선을 다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어떠한

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스웨이는 기존의 웹문서 작성 도구인 ‘프론트페

계획이나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

이지’에서 전문적 기능을 덜어내고 쓰기 편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MS 클라우드

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저장소인 ‘원드라이브’와 유튜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콘텐츠를 손쉽게 가

•사실대로 사례를 활용해서 써야 한다.

져와 인용할 수도 있다. 문서 내 콘텐츠를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스타일과 디자

•자신이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 주어야 읽

인을 제안하는 기능도 들어 있다. MS는 이번에 스웨이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PDF

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다.

문서 가져오기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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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프레지 사용하기

2)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생각해 보고 텍스트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나를 소개하는 글을 함께 작성해 보자.

① 프레지란?
프레지(Prezi)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친구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춤.

제작 도구이다. 프레지의 이름은 프레젠테이션의

스카우트 대장을 하면서 리더십 능력을 길렀음.

앞 글자와 줌인의 합성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프레지는 줌 효과를 이용하여 화면을 전환하
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마치 화면을 거대한 캔버스처럼 사용하면서,
참고

일부분을 확대 혹은 축소 기능을 사용하여 표현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도구

하여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미지 삽입

② 프레지 기능 익히기
프레지의 기능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

선표시 도구

지 않는다. 프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기능

선택 도구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들을 익혀 보자.
새 슬라이드
추가

㉠ 프레지 템플릿

텍스트 입력
화면 확대/축소

도형 입력

프레지 만들기를 시작하면 템플릿을 설정할

수
소
있
포
좋
그
다
또
등
떨

수 있다. 템플릿은 기본적인 틀로서 자신이 원하
는 틀을 선택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만
약 자신이 원하는 템플릿이 없다면, ‘빈 프레지 시
작’버튼을 눌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해도 된다.

있

템플릿을 선택하였다면, 아래 ‘템플릿 시작’ 버
튼을 클릭하여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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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와 축소, 이동
프레지는 확대와 축소를 기본으로 한다. 확대
와 축소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
다. 화면의 이동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
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인다.

㉣ 기본 레이아웃
㉮ 편집하고 있는 프레젠테
이션의 제목을 나타낸다.

㉢ 이미지 추가하기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이미지를 선택한다. 이
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2가지로, 직접 파일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법과, 웹에서 이미지를 검
색해 직접 추가할 수 있다.

㉯ 추가 버튼으로 다양
한 이미지나, 심벌, 동영
상, 선, 화살표, 배경 음악,
PDF, 파워포인트 파일 등
을 추가할 수 있다.
수정 버튼은 현재의 전체적인 테마를 변경하거나, 배경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레젠테이션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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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추가하기

3) 자신의 능력과 소신 알리기

프레임 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나를 알리는 글은 자신의 잠재력을

튼을 클릭하

보여 줄 수 있다.

SW

여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

해 보기

다. 프레임을

■ 앞에서 작성했던 계획서를 바탕으로 나의 능력과 소신을 알리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자.

추가하면 자

1) 나의 능력과 소신을 알리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지 구상해 보자. 텍스트와 이미지의 위치,

동으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된다. 프레임의 종

텍스트의 양은 전달력과 관계된다.

류에는 괄호 프레임, 원 프레임, 사각 프레임, 투
명 프레임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
하고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진
다. 프레임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원하
는 크기만큼으로 변경한 후 이동시켜 자신의 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 패스 설정
자신이 구성한
화면의 순서를

2) 디자인을 바탕으로 나의 능력과 소신을 알리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자.

변경하는 방법은
수상 경력과 활동 자료는 나의 능력과
소신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에서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거나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은 산만해 보일 수 있다.
또한 현란한 디자인은 글자나 이미지
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전달력을
떨어뜨리므로 효율적인 디자인을 할 수

간단히 마우스를
클릭하여 자신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
다. 화면 옆에 나

있어야 한다.

타나는 숫자가
02.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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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 된다. 만약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
을 삭제하고 싶다면 ‘패스 설정’을 클릭한다. 이후
마우스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장면에서 사라진
다. 이때 장면에서만 삭제되는 것일 뿐 객체가 삭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비율과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 프레지가 저장되고 끝난다.
㉱ 프레지에서 화면은 프레임에 따라 결정된다. 프레임을 클릭하면 실제로 화면
에 보여 줄 프레임이 나타나며, 자동적으로 화면이 하나 추가된다.

제되지는 않는다.
또, 패스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는 다
음과 같은 화면으로 제공되며, ‘+’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프레임이나 객체로 이동한 후
마우스에서 손을 놓으면 화면이 중간에 추가된
다. 패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패스 설정’

㉲ 프레젠테이션에서 나타나는 화면을 표현해 준다. 프레지는 확대 축소로 화
면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위해서 잘 봐 두어야 한다. 또한 각

을 클릭하거나 화면 상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
면 패스 설정이 종료된다.

화면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이 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 메인 화면으로 사용자가 직접 구성해야 하는 화면이다. 그림을 추가하거나,
확대 축소를 통해 프레임을 설정하여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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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다루기

4) 나의 꿈 소개하기

프레지의 텍스트, 사진, 동영상, 그림 등 모든
것들을 객체라고 한다. 이를 다루는 방법은 모두
비슷하다. 먼저 객체를 한 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

나의 꿈은 무엇이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잠재성을 알릴 수 있다.

SW

해 보기

은 화면으로 전환된다.
손바닥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 -’를 클릭하면 객체

■ 나의 꿈을 알리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자.
1) 나의 꿈을 알리는 슬라이드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가 커지거나 작아진다.
객체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양 끝단에 있는 사
각형 근처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다시 동그란
아이콘이 생기며 이를 활용하여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다.

2) 나의 꿈을 알리는 슬라이드를 작성하자.

㉧ 텍스트 추가하기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클릭한
다. 화면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
이 된다.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고 색깔과 정렬 방
식을 수정할 수 있다.
52 Ⅱ. 정보 사회와 진로

지도 자료
진로 개발 단계별 진로 교육 목표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진로 개발 단계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직업 또는 일과 관련하

자신과 직업 세계에 관

여 자신의 모습을 인식

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

할 수 있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 교육 목표

자료 : 대학생의 진로 멘토링, 이근무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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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QR code)
① 정의
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
트릭스 형식의 2차원 바코드이다. QR 코드는 주
로 한국,영국,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며, 명칭은
■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여 주는 슬라이드로 연결해 주는 QR 코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쉽게 볼

덴소 웨이브의 등록상표 'Quick Response'에서

수 있도록 해 보자.

유래하였다. 종래에 많이 쓰이던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한 2차원
의 바코드로 종횡의 정보를 가져서 숫자 외에 문
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보통 디지털 카메
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들여 활용한다.

참고

QR 코드 만들기

② 특징

QR 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사진, 동영상, 지도, 링크 등의 정보를 담은 코드를
생성하여 그 코드를 스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일반 바코드는 단방향, 즉 1차원적으로 숫자

서 실시간으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QR 코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

또는 문자 정보가 저장 가능한 반면, QR 코드는

할 수 있도록 한다.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할 때 그 물건에 새겨져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넷에서 해당 물

종횡으로 2차원 형태를 가져서 더 많은 정보를

건을 검색해 준다. 또한 자신의 명함에 QR 코드를 넣어 명함에 포함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력들을

가질 수 있으며, 숫자 외에 알파벳과 한자 등 문

자세히 소개할 수도 있다.
기존의 바코드

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농담의 판별이 가능

QR코드

한 색조라면 색상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버전 1
부터 버전 40까지 다양한 버전을 지원하고 있으

정보 없음
가로 배열 역시
정보를 가지고 있음

며, 각 버전마다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정보와 크
기가 다르다. QR 코드에는 데이터의 표현과 읽

세로 배열에 정보를 가지고 있음

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콰이어트 존, 위치 검출

세로 배열에 정보를 가지고 있음

패턴(분리자 포함), 타이밍 패턴, 정렬 패턴, 포맷
정보, 버전 정보, 데이터 영역(에러 정정 코드 영
02.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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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포함) 등의 영역이 나뉘어 있다. QR 코드는 숫
자 최대 7089자, 영숫자(코드표가 따로 존재) 최
대 4296자, 8비트 바이트 최대 2953바이트, 한자
1817자를 담을 수 있다.
③ 용도
초기에는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 등 상품 관리
에 널리 이용되어 기존 바코드를 대체하는 개념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진로 계획

진로 준비

진로 유지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

자신이 의사 결정한 직

직업을 획득한 이후의

는 진로를 결정하고 자

업 또는 진로의 획득

진로를 유지, 개선하거

신의 진로 목표 및 앞

및 입직을 위한 준비

나 직업 적응 및 직업

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행동을 전개할 수 있도

전환을 수행할 수 있도

수 있도록 한다.

록 한다.

록 한다.

으로 많이 보급되었다. 이후 카메라폰을 이용하
여 QR 코드를 다양한 인쇄 매체에 인쇄하여 연결
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
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잡지 광고에 삽입하
여 카메라 폰으로 찍으면 코드를 인식하고 웹사
이트로 연결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준다든가
QR 코드를 명함에 인쇄하여 개인 정보 입력을 쉽
게 한다든지 다양한 활용 방법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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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3

동아리 소개 글 작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한 사람이 처리하기보
다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

I 학습 목표 I

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2.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협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한 사람이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훌륭한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같은 시간, 같은 장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하던 기존의 협업 방식의 한

소에 모여야 하던 기존의 협업 방식의 한계점을

계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중단원 학습 목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보자.

우리 학교에서는 우수 동아리를 선발하여 시상을 한다고 한다. 3-4명이 한 동아리가 되어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분담하여 동아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을 작성해 보자.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팀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 작성 계획하기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업 준비물

어떻게 동아리를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 내용과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다.

•교사 : 교과서, 수업 지도안, 컴퓨터
•학생 : 교과서, 필기도구, 활동지, 컴퓨터
지도 방법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
도록 직접 사용해 보도록 지도한다.
•팀원들이 협업을 통해 팀을 소개하는 글을 작
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자료
동아리 소개 글

54 Ⅱ. 정보 사회와 진로

지도 자료
동아리 소개 글 작성 과정

동아리 소개 글을 작성하는 것은 동아리의 장점들을 부각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동아리 소개 글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아리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표현

작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만드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정하고 나면 동아리 소개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도구로 제작할 것

동아리 소개 글에는 동아리가 했던 핵심 활동들 또는 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보여 주고 관심 분야와 능
력을 보여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인지를 선정해야 한다.
링 바인더나 클리어 파일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장기 보관이 용이하
고 분실 위험이 매우 적은 컴퓨팅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은 문서 작성, 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작품 제
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 줄 것이냐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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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지도 자료
해 보기

준비 계획표

■ 위의 상황에서 동아리를 알리기 위한 글에 어떤 내용을 작성할 것인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동아리 소개 글 작성 준비 계획

지원하는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논의해 보자.
1) 우리 동아리를 알리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 주제 :

지원하는 도구 중에서
비캔버스(Beecanvas)는

동아리 구성원 소개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이다.

◆ 동아리 이름 :
◆ 역할 분담
담당자

역할 내용

동아리 구성원 개인의 역량

동아리의 우수성

※ 활동 시 유의 사항!
03. 동아리 소개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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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작성할 것
② 담당자가 담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하되,

메일 제목 변경: 나는 이런 역할을 할게.
Re: Re: 나는 이런 역할을 할게

동아리원들과 토의를 거쳐 추가하거나 수
정할 수 있음

읽을거리
지도상 유의점
•동아리 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며 한 사람이 작성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디자인 제작 팀 포트폴리오
http://bum-sik.tistory.com/m/pos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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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이메일의 아성에 도전하는 협업 도구

참고

‘비캔버스’ 출시

비캔버스(Beecanvas)
비캔버스는 구글 계정을 갖고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하다. 비캔버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온

조커팩(JOKERPACK, 대표 홍용남)이 온라인

라인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계획을 세울 때 편의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도구이다. 사진,
문서,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기록해 둘 수 있으며, 협업을 위하여 실시간 대화 기능을 지원한다.

화이트보드 협업 도구 ‘비캔버스’의 오픈베타테
스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캔버스’는 웹 기반의 화이트보드 협업 도구
로,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캔버스에 넣으며 동료
와 쉽고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툴이다. 특히,
강력한 공유 기능을 갖춰 회원이 아닌 동료에게
도 자신이 만든 캔버스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한다.

는 것이 강점이다.
홍용남 대표는 비캔버스에 대해 “비캔버스로
협업을 할 때는 답장이 필요 없으며 파일을 여러
번 주고받을 필요도 없다. 이메일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꼈다면, 비캔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인드맵 등 특정 분야가 아닌, 온라인 화이트

빈 캔버스는 틀이 짜여지지 않은
캔버스이며, 린 캔버스나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캔버스이다.

보드 협업 도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Mural.ly, RealtimeBoard 등
웹 기반 화이트보드 협업 도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장의 특성상 아시아에서는 협업 도구
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에 홍 대표는 “아시아인은 협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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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견은 오류다. 단지, 우리는 1990년대 서비스
인 이메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한 명의 사용자라도 더 비캔버스의
편리함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다. 비캔버스가 협
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식 서비스 이전에
검증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화이트보드 협업 도구 ‘비캔버스’는 공
식 사이트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으며, 구글 계정
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다.
[플래텀 2014.11.02]
http://platum.kr/archives/29486

지도 자료
최적의 협업 도구로 경쟁력 향상 꾀한다
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 마인드맵, 텔레프레즌스 등 용도 다양
협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작업 공간 생성, 업무 협의, 프로젝트 관리, 파일
공유, 기업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룹 채팅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협업 솔
루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협업 전용 솔루션뿐 아니라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솔
루션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에 협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듈이 장착되는 게 일반화
되면서 협업 솔루션 시장은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시대를 맞고 있다.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협업 인프라를 선정 및 구축
하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다 유연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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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조커팩, 온라인 화이트보드 협업툴
‘비캔버스’ 모바일앱 출시
조커팩(대표 홍용남)이 온라인 화이트보드 협
업툴 ‘비캔버스‘의 모바일앱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캔버스는 웹 기반 화이트보드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위한 친구 초대

도구로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캔버스에 넣어 동
료와 쉽고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도구다. 특히,
공유 기능을 갖춰 회원이 아닌 동료에게도 자신
이 만든 캔버스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웹에서 만들어진 링크, 영상 등을 모바일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화면

협업을 위한
논의가능한 창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메모
나 사진을 찍어 웹에 접속한 동료와 언제든 협업
할 수 있다.

비캔버스는 왼쪽 그림과 같이 8개의 간단한 메뉴를 포함한다.
마우스 도구,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색상별 포스트잇 도구,
텍스트 삽입을 위한 메모 도구,
도형을 삽입하기 위한 도형 도구,
펜 도구,
동료들과 의견 공유를 위한 코멘트 도구,
개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파일 업로드 도구,
다양한 소스 삽입을 위한 링크 공유 도구가 있다.

스

온라인 화이트보드 협업툴은 국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종류의 협업 솔루션이다. 해외 유사 서
비스와 달리 비캔버스는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홍용남 대표는 “비캔버스는 인간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모든 초점이 맞춰진 새로
운 차원의 서비스”라며 “이번 모바일앱 출시로 사
용자들이 비캔버스 안에서 자신만의 커뮤니케이
03. 동아리 소개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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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세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
했다.
[전자신문 2015.01.16]
http://www.etnews.com/20150116000180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업 솔루션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자.
팀원들이 원격지에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협업 솔루션으로 ‘베이스캠프’, ‘아사나(Asana)’, ‘포디오(Podio)’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주자격인 베이스캠프는 작업 공간 생성, 파일 공유, 업무 협의,
업무 부여, 일정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전 세계 28만 5000여 개의 기업이 도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
jokerpackinc.beecanvas

입해 200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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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역할 분담하고 편집 도구 선정하기

동아리 구성원 각자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동아리가 함께할 때 어떤 역할을
할지 분담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SW

해 보기
■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웠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구를 사용하여
논의해 보자.
1) 각자 어떤 역할을 하기로 논의하였는가?
구성원

역할

간단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이미지라고
한다. 개인의 사고, 취향에 따라 편집되어 생각의
덩어리, 특유한 감정, 고유한 느낌을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미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그 여자는 청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라는 예문을 들어 보면 이미지란 그 여자를 봤
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가리킨다.

2) 동아리를 알리는 글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인지 논의해 보자.

지도 자료
동영상

워드 프로세서는 많은 글을 체계
적으로 작성하기에 적절하며, 이
미지를 삽입하고 배치하기에는 프
레젠테이션 도구나 드로잉 도구가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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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움직이는 그림이다. 동영상과 그림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영상은 움직이고, 그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 여러 장
을 빠른 속도로 넘기면 사람은 그것을 연속적으

지도 자료
동아리 소개 글에 삽입할 이미지 구

동아리 소개 글에 삽입할 이미지 만

상하기

들기

동아리 소개 글에 삽입할 내용을 생

우리가 만드는 동아리 소개 글은 클

예전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은 여러 장

각해 보자. 그리고 동아리 소개 글에 적

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

의 필름에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은 후 보관하였

합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이때 이미

된다. 따라서 그림 자료 역시 클라우드

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진을 디지털화하는 기

지는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느낌의

서비스를 통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그

술이 발달하였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카메라는

이미지와 함께 각각의 장면에서 필요

림을 디지털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

한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하는 방법과, 디

로 파악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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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동아리를 알리는 글 작성하기

동아리를 어떻게 알리는게 좋을지 작성한 계획에 따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실천해 보자.

동영상 편집 도구

.

SW

현대의 동영상은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
다. 예전의 직접 필름을 자르고 붙이던 것과는 다
르게 현대에는 컴퓨터로 동영상의 일부분을 추출
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며,
저작권에도 무료에서 유료까지 매우 다양하다.

해 보기
■ 동아리를 알리기 위해 선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아리원들과 함께 글을 작성해 보자. 이미지, 동영
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보자.

LightWorks

다음 팟인코더

03. 동아리 소개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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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orks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능
을 가지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팟인코더를 통해
간단히 편집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간단히 영
상 편집을 위해 다음팟 인코더를 사용한다.

지도 자료
동아리 소개 글에 삽입할 동영상 구
상하기

동아리 소개 글에 삽입할 동영상 촬영하기

컴퓨터를 통해 활동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실시

동영상 촬영에서 중요한 것은 편집할 위치를

간으로 녹화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삽입할 내용

표시하는 것이다.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내가

임 영상이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 과정, 프로그래

을 생각해 보자. 포트폴리오에 삽입할

표현하고 싶은 영상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밍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 모두를 영

동영상은 자신의 작품이나 활동을 직

따라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화면에 어

상으로 만들 수 있다.

접 동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이 될 수 있

느 장면이고, 언제 촬영하였고, 몇 번째 시도인지

다. 또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하

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장면이 종

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료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두면 영상
을 완성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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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4

웹 설문지 만들기, 결과 확인하기 (예. 구글 드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을 동아리별로 발표하여 공유함으로써 동아리의 글을 평가해 보자.
그리고 우리 동아리를 알리는 글에 개선 사항은 없는지 논의해 보자. 다른 사람의 발표를 보

라이브)
팀을 소개하는 글을 팀별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

동아리를 알리는 글 발표 및 평가하기

고 평가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동아리를 알리는 글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SW

해 보기

존의 평가 방법이 아닌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팀들
■ 동아리의 발표를 평가해 보자.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잘 되었는지 작성해 보자.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한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만들어서 배포하고, 수집

잘한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

한 후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온라인 설문지는 작성과 결과
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왼쪽 상단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더보기’를 클릭한 후, ‘google 설문지’를 선택
한다.
•설문지는 구글 문서와 같이 저장할 필요가 없
다. 변경 사항은 바로 적용되어 저장된다. 설문
지 설정에서 1인 1응답만 할 것인지를 선택하
고, 문항을 섞을 것인지를 선택한다.
•설문지의 제목을 입력하고 질문의 제목을 입력
한다. 그리고 질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객관식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
고 질문의 개수에 따라서 항목 추가 버튼을 클
릭하여 질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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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가 완료된 후 상단의 현재 형식 보기를
통해 설문지가 어떻게 출판될지 미리 볼 수
있다.
•상단의 설문지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
유할 링크가 만들어진다. 이 링크를 친구들에
게 제공하면 친구들이 링크를 통하여 직접 설

지도 자료
QR코드

문지에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링크가 너무 긴

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2차원 코드의 한 종류이다. 1994년

경우 약식URL버튼을 클릭하면 URL 주소를 줄

일본의 ‘DENSO WAVE’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였다. 이 회사가 QR코드의 특허권

여 준다. 이메일로 설문지 링크를 배포할 수 있

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 링크 공유는 SNS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배
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설문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메뉴
중 ‘응답 보기’를 클릭한다. 설문지의 결과는 스
프레드시트로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64 II 정보 사회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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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이 단원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정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업
무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으로 연결

학습 정리

된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 자체에서 자료를 처리
1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공간인 서버에 프로그램과 자료 저장 공간을 두고

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협업이 가능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데스크톱이나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컴퓨팅 기기로

하도록 한다.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료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

포트폴리오는 내가 생활해 온 오랜 시간 동안
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파일 저장 및 관리 도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저장 장치에

여 모아 놓은 작품집으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자료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할 때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를
3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협업 도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해결함에 있어 한 사람이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이 모일 때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훌륭한 아
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경우가 많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협업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같은 시간, 같은 장
소에 모여야 하던 기존의 협업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점검하기
학습 정리

61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은 정
보 기술 발달로 인해 직업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
포트폴리오 개념, 작성 과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협업하는 활동을
키울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 달

QR코드는 상품명이나 가격 등 최대

성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외에 학생들이 직

20개 정도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접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북

기존의 바코드와 달리 가로, 세로 두 방

돋울 수 있도록 한다.

향으로 정보를 가짐으로써 숫자만 최대
7,098자, 영문+숫자 최대 4,296자, 한자
최대 1,817자를 저장할 수 있다.
요즘 QR코드가 트렌드인 만큼 QR코드를 생성해 주는 곳들이 많이 있다. 예로
네이버QR, 다음QR, SCAN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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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컴퓨팅 분야 진로

01. 컴퓨터 과학과 진로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03. 자료 분석가

컴퓨터 과학의 발전은 사회의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 컴퓨팅 능력을 발달시켜 온 컴퓨터 과학자와 컴퓨터 공학
자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대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컴퓨팅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컴퓨팅과 관련된 직
업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과 다양한
컴퓨팅 능력의 함양을 통해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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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컴퓨팅 분야 진로

대단원명

1. 단원의 개관
컴퓨터 과학의 발전은 사회의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컴퓨팅 능력을 발달시켜 온 컴퓨터 과학자와 컴퓨터 공학자의 노
력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컴퓨팅 기술
이 기반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컴퓨팅과 관련된 직업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컴퓨팅 사고력과 다양한 컴퓨팅 능력의 함양을 통해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컴퓨팅 분야 진로

컴퓨터 과학과 진로
•컴퓨팅 관련 직업
- 하드웨어 개발자
- 소프트웨어 개발자
- 보안 전문가
- 자료 분석가
•진로 준비를 위한 역량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의 이해
-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 문제 분석

자료 분석가
•정보 사회에서의 자료
•자료의 분석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분석
•자료의 표현

- 소프트웨어 설계

- 차트와 그래프의 활용

- 컴퓨팅 사고력

- 소프트웨어 구현

- 소프트웨어 제작

- 문제 해결력, 창의력

- 테스트와 디버깅

-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 끈기, 인내

3. 단원의 지도 목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터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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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원의 지도 계획
차시

단원명

(시간)

내용 요소

1. 컴퓨터

1

과학과 진로

(45분)

과 진로

2~4

소프트웨어

2. 소프트웨어

(135분)

개발자

3~4

소프트웨어

(90분)

개발자

5
(45분)

컴퓨터 과학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진로 알기
•컴퓨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6~8

대단원 마무리

설명 자료

하는 능력 알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절

개발자

차 이해하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 보안 프로그램
작성하기

PC

PC

•정보 사회에서의 자료 의미 이해하기
자료 분석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

PC

를 활용하여 대량의 자료 분석하기

3. 자료 분석가
(135분)

학습 자료

자료 분석가

•분석한 자료를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해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내기

PC

•대단원 마무리
•제작한 프로그램 발표회

평가

교과서

지도서

방법

쪽수

쪽수

64쪽

70쪽

73쪽

79쪽

74쪽

80쪽

83쪽

89쪽

88쪽

94쪽

95쪽

101쪽

지필 평가,
동료 평가
지필 평가,
동료 평가
동료 평가,
수행 평가
지필 평가,
수행 평가
동료 평가,
수행 평가
관찰법

5. 단원의 평가 방향
① ‘컴퓨터 과학과 진로’에서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진로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양한 직업에 관련
되어 있는 컴퓨팅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실제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직접 실천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하는 능력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③ ‘자료 분석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소프트웨어의 제작 능력을 함께 평가하며 다양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6.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진로와 다른 직업에서 컴퓨팅을 활용하는 사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점차 컴퓨팅 능력이 다른 직업에서 필요로 하게 됨
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프로그래밍이 있고, 프로그래밍이 여러 문제
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기존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컴퓨팅 능력은 프로그램의 활용 및 제작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능력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결과물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제 과정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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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1

컴퓨터 과학과 진로

컴퓨터 과학과 진로 단원은 컴퓨터 과학에 대
해 이해하고,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어떠
한 것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단원이다.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직업 외에도 사회

I 학습 목표 I

-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한다.
- 컴퓨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해한다.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가 되었다.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 또한 많아지고 있다. 컴퓨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을 학습하고 컴퓨팅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중단원 학습 목표

1

컴퓨팅 관련 직업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는 어떤 것이 있
는지 이해한다.
•컴퓨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메모리의 용량을 좀 더 늘리려면

좀 불편하네….

메모리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좀 더 편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갖추어야 하는지 이해한다.

단원의 의도와 지도 방법
이 단원은 학생들이 현재 접할 방법이 적은 컴
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에 대해 알고, 컴퓨터 과

A는 스마트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래시

B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을

메모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같은 크기에 더욱

느끼고 자신이 좀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는

학과 공학에 관련된 직업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많은 자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리의 구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 또 그러한 직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흐름을 단순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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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보다는 학생들이 현재 컴퓨터 과학자나 컴퓨
터 공학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고,
실제 컴퓨터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존에 컴퓨터 관련 직업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컴퓨터 과학
과 공학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학습자가 충분
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자료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은 전산 및 그 응용 기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
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전산 이론 및 전산 시스템 설계를 다루는 전문가를 컴
퓨터 과학자라 부른다.
•컴퓨터 공학(computer engineering)은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의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개발하여 익히고 이를 각 분야에 응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과이다.
•소프트웨어 공학(software engineering)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등의 생명 주기 전반을 체계적이고 서술적이며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출처 : 한글 위키피디아 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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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해 보기

왼쪽 - 하드웨어(메모리) 설계 및 개발자

1) 위의 두 사례에 나온 사람은 각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오른쪽 -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통점 -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왼쪽
은 컴퓨팅 시스템 중 하드웨어의 성능을 개선하
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른쪽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 두 사람이 하는 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활동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여기에 나타낸 사례는 컴퓨터 과학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직업 중 대표적인 것
을 나타낸 것이다.
예전에는 컴퓨터 관련 직업이라고 하면 컴퓨
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대
표적인 선입견 중 하나는 컴퓨터 관련 직업은 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컴퓨터 과학은 진로의 영역이 다양하다. 컴퓨팅

조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컴퓨팅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하드웨어 개발

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컴퓨터 관련 직

자가 있고, 하드웨어 속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다. 또

업에 대해 주변에서 접하기 어렵고, 그 직업에서

한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와 다양한 컴퓨팅 개념을 활용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

하여 방대한 자료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과학자 등도 컴퓨팅 관련 직업에 포함된다.

신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만 대입해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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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차시에서는 컴퓨터 과학과 공학의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연계된 직업 분야를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은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

한다.

면서도 조금씩 다른 분야이다. 셋 중 기초가 되는 것은 컴퓨터 과학으로 컴퓨팅의
원리와 이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분야이다.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
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컴퓨팅 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을 탐구하고, 컴퓨팅 시스템의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컴퓨
터 공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현과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전자공학적
지식과 컴퓨팅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참고 자료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
major/FunivMajorView.do?SEQ=569#tab1
커리어넷 - 컴퓨터 공학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순히 프로그래밍으로 보지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

않고 복잡한 기계 장치나 건축물처럼 체계적인 개발 방식과 과정을 탐구하는 영역

schdpt/schdptSrchDtl.do?empCurtState1Id=5&

이다. 이 세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컴퓨팅 관련 학문이 다양한 방

empCurtState2Id=21

식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워크넷 - 컴퓨터 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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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하드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컴퓨팅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를 개

하드웨어 개발자는 컴퓨팅 기기와 부품에 대해 연구하고,
설계하고, 개발하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한
다. 또한 기존의 기기를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개량

발하고 그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기존의 기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다. 컴퓨터 과학적 지식과 함께 전기 전자적 지식

만드는 것도 하드웨어 개발자가 담당한다.

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졌다.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
터라고 알고 있는 서버,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
퓨터 등을 하드웨어라고 말하였지만, 현재는 다

갖추어야 할 역량
하드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터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팅 기기와 관련된
전기 회로, 전기 전자적 지식, 신소재 등의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양한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고 있고 프로그래밍으
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들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
다. 따라서 하드웨어 개발자는 단순히 컴퓨팅 시
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그
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컴퓨팅 기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인식하도록 한다.

를 개발하는 사람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부른다. 단순히 특
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코딩을 진행하는 프로그래머에서부
터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
전반을 진행하는 개발자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범위는 넓
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팅 시스템에서 실제적으로 구동되는 소프
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학생들이 컴퓨터

갖추어야 할 역량
컴퓨터 과학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과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끈기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직업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
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미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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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입력하는 단순 노동자에 가깝다.
또한 혼자 일하고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괴짜
기질이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
지 않도록 하며,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자료
직업 관련 참고 영상 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KgAfMpLbS0s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김선 교수 - 컴퓨터 공학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prpJW6w7-Os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이제희 교수 - 컴퓨터 공학의 전공적성과 미래전망
https://www.youtube.com/watch?v=YFO5o0Wt53w
한국고용정보원 – 학과정보 - 컴퓨터공학과
https://www.youtube.com/watch?v=SESuctdE9vM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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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보안 전문가
보안 전문가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 기관 등의 중요 정보를

보안 전문가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이나 사용을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가 컴퓨팅 시스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보안 전문가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악성

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이것을 불법적으로 취

코드와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백신 개발 전문가, 컴퓨팅 시스템 외부로부터의 불법

득하고 사용하려는 시도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

적인 공격에 대항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을 강조하고, 보안 관련 직업이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갖추어야 할 역량

https://www.youtube.com/watch?v=8y

보안은 컴퓨팅 시스템 전반에서 중요한 분야이지만 특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 체제, 통신에 관련된 지식과 빠르게 최신 보안 이슈에

TxHbKlQBQ
https://www.youtube.com/watch?v=9G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gMNSlcgW0
컴퓨터보안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 한국고용
자료 분석가

정보원
https://www.youtube.com/watch?v=szg

예전에는 특정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는 특정한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HCfmMTWk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유통되

https://www.youtube.com/watch?v=o35

고 있고, 이러한 자료의 모음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 지식으
로 바꿀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컴퓨팅을 통

jJ1Ii6pE

한 자료 분석은 인간이 파악하기 힘든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

미래직업 뜨는직업 – 컴퓨터보안전문가 - EBS

거나 인간이 보기 어려운 작은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여 자료가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갖추어야 할 역량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지식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와 관련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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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교수 학습 방법
컴퓨터 과학과 진로 단원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컴
퓨터 과학 및 공학에 관련된 직업과 진로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가
는 방식으로 교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개인별 혹은 모둠
별 탐구 보고서 제작, 인터넷 검색을 통한 탐구 내용 발표 및 비교 분석 등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도 추상적인 직업에 대한 소개보다는 실제
진로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신문 기사 등 학
생들이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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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데이터 분석가

SW

해 보기

■ 앞에서 설명한 진로 외에 컴퓨터 과학과 공학에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데이터 분석가는 현재 컴퓨팅 관련 직업 중 가
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전 사회는 자
료의 절대 양이 적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것
이 중요했지만 컴퓨팅 기술이 엄청난 양의 자료
를 가져다주는 현재에는 이를 빠른 시간 안에 분
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되
었다.
현재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와 함께 이를 분석하는 직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ss
f8JWWHY4
빅데이터시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떻
게 될 수 있으며 분석언어 R은 왜 필요한가? TalkIT 지식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NFt
1MbChFMU
세바시 - 데이터로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지도 자료
해보기에 대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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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학 및 공학과 관련된 주요한 직업은
교과서에 제시하였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컴퓨팅
관련 직업이 있다. 학생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 수리원, 인터넷 설치 기사, 전자제품
수리 기사 등의 직업에서도 컴퓨팅적인 지식과
사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서 컴퓨팅적인 지식과 사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출발하여 검색을 통해 더
욱 고차원적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지도 자료
기타 관련 직업
•가상 현실 전문가
•고객 관리 시스템 전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웹마스터
•통신망 설계 운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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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의도와 지도 방법

진로 준비를 위한 역량

2

다양한 직업에서 활용하는 컴퓨팅 기술이 늘
어남에 따라 컴퓨팅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
지만,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컴
퓨팅 기술의 모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팅 기술은 점점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습
득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컴퓨팅 기술 또한 기
본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컴퓨팅 기
A는 자기가 받은 용돈과 사용한 곳을 스프레드시

버스 도착 시간 알리미 앱을 개발한 유주완 씨는

트에 매번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스

버스 시간을 쉽게 알기 어려워 불편했던 점을 자신

프레드시트의 기능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어떤 부

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스스

분의 지출이 많은지를 관리하고, 원하는 것을 사기

로 앱을 만들었고, 이를 배포하여 여러 사람의 불편

위해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할지를 계획한다.

을 덜어 주었다.

SW

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해보기에 대한 보충 설명

해 보기

위의 두 사례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상

■ 위의 두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인가?

황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사
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미 존재하
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례이고, 두 번째 사
례는 직접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례이
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소프트웨어를 활
용부터 익숙해진 다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제작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01. 컴퓨터 과학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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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도 자료
지도의 주안점

직업 관련 참고 영상 사이트

사물 인터넷,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말과 동작으로 명령 내리기, 생각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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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로봇팔, 외국어를 한국어로 동시에 번역해 주는 애플 등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

XhcXhmUI

는 창의적인 제품들은 모두 그 속에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통제하고 사용자들에게

유주완씨 사례 동영상

반응하는 소프트웨어를 품고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간단
한 명령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해 체험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또다른 프로그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
20110521/37414265/1
서울버스와 지적재산권

램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컴퓨팅 시스템 활용 단원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한다.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3857
유주완 대표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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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컴퓨팅 사고력

단순히 컴퓨터를 좋아하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

컴퓨팅 진로

을 학습한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력에 관한 내용이다. 영어로는 Computational

옳지 않다.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
량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역량을 키

컴퓨팅 사고력은 최근에 컴퓨터 과학과 공학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고 과정과 사고 능

고 해서 컴퓨팅과 관련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다. 컴퓨팅과 관련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끈기와 인내,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컴퓨터 과학에
대한 지식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Think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
라의 연구자들은 계산적 사고력, 정보 과학적 사
고력, 컴퓨터 과학적 사고력 등의 다른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1) 컴퓨팅 사고력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어.

이 문제는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Computational Thinking의 우리말 표기로는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 시스템의 능력을 활
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인 사고 능력을
말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 기술을 사용할

계산적 사고, 컴퓨터 과학적 사고, 정보 과학적 사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종합적인 능력이고, 문제 해결 과정 자체이기

고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절

도 하다. 실생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양하게

차적인 사고 능력과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나타날 수 있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
법을 찾는 데 컴퓨팅 능력은 큰 도움이 된다. 컴

능력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컴퓨팅

퓨터 과학을 학습하고 컴퓨팅 능력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면 컴퓨팅 사고

사고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력을 갖출 수 있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

2)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사고 능력이다’ 라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

정의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을 크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

게 추상화와 자동화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 요소

팅 관련 직업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창의력 또

한 자료를 수집하며,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안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는 능력은 컴퓨
한 필요하다. 기존에 제시된 해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각도에서 해결 방

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

법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창의력 또한 필요하다.

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
화의 아홉 가지로 구분하였다.이 아홉 가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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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이 활
용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며 절차상의 위계가 있
거나 교육 과정에 모두 포함될 필요성은 없다.
초중등단계 Computational Thinking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2014, 한국과학창의재단)

참고 자료
초중등 단계 Computational Thinking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창의재단 연
구보고서
https://www.youtube.com/watch?v=f35zYy_E8KU
Computational Thinking - 고려대 김현철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VFc UgSYyRPg
Computational thinking: A digital age skill for everyone - ISTE(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TjW LhIMLwx8
Computational Thinking and Solving Problems at Google(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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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3) 끈기와 인내,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가 쉽지 않다. 해결 과정

컴퓨터 과학에 대한 학습 내용

도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①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잡한 문제의 해결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알고리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고 가장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협력과 의사소통

동작들의 유한한 모임과 그 효율성

능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알고리즘 분석: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공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간 복잡도의 연구
•자료 구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구조
②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러한 언어의 속성
•컴파일러: (흔히 수리논리학에 의지하여) 컴퓨
터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작업

4) 컴퓨터 과학에 대한 지식
앞에서 제시한 역량과 함께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

③ 소프트웨어 공학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인공 지능 등의 매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보기에 컴퓨터 과학의 각 분야는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되지만, 컴퓨터 과학의 공통적인

시험, 엔지니어링에 관한 연구

목표는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컴퓨팅 시스템을 더욱 효

•요구 공학 : 소프트웨어공학의 한 분야로, 소프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분야에 관한

움이 된다.

연구
•정형화 기법: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한 수학
적 접근
01. 컴퓨터 과학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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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학: 임의의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역으
로 알아내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기계 학습: 기계 또는 컴퓨터가 센서
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파악하게 하는 기술

연구
•자동 추론: 컴퓨터가 일련의 논리적
사고를 행하여 무언가를 추론해내
기 위한 연구
•로봇학: 로봇의 디자인, 설계, 기능
에 관한 연구
•컴퓨터 시각: 컴퓨터가 카메라 등의
시각적 센서를 통해 얻은 신호의 의

④ 컴퓨터 구조
•컴퓨터 구조: 컴퓨터 시스템의 디자인, 구성,
최적화하는 작업의 연구
•운영 체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관

데이터베이스

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쉽게 접근,
처리, 갱신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

⑤ 통신

터의 집합체와 그에 관한 연구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끼리의 정보교환과

•데이터 마이닝: 대규모로 저장된 데
이터 속에서 특정 패턴을 자동적으
로 찾고자 하는 노력

관련하는 통신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의 연구
•암호학: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학적 및 수
학적 방법론

미를 해석하게 하는 연구
01. 컴퓨터 과학과 진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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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단원은 실제로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하도록 하는 단원이다.

I 학습 목표 I

-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순히 프
로그래밍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치는 체계적인 작업임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

개발하는 과정을 체험해 보도록 한다.

한다.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알아보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도록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의 의미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프로그래밍 과정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
만 프로그래밍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부분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현재 가지고 있는 특

중단원 학습 목표

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를 분석하며, 소프트웨어
의 구조와 외형을 설계하며,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문제를 인식하
고 이를 컴퓨팅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 과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있어야 하며,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개발은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다. 문제 해결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문제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이론과 순서는 다양하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

게 제시되고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지
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달라질 수 있지
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72 Ⅲ. 컴퓨팅 분야 진로

•시장 탐구
•제안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위한 요구 사항 수집
•문제 분석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을 위한 계획 및 디자
인 수립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테스트

①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개발
•유지 및 버그 수정

개발 초기에 시스템의 모형(원형, prototype)을 간단히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
주고,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게 함으로써 기능의 추가, 변경 및 삭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의 필요성

제 등을 요구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여 정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하고 프로토타입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분석을 우선으로 생

을 재구축하는 과정을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 나가면서 시스템을 개선시

각해야 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

켜 나가는 방식이다.

에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순수한 소프트웨어 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핵심 기능 위주의 프로토타입 개

작 단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발, 프로토타입 사용과 보완 사항 제시, 프로토타입의 수정과 보완의 순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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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제

2

문제 상황에 대한 요구 분석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도와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체험해 보자.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문제 상황>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

당신이 비밀스럽게 기록해 두어야 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없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원래 내용으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는 것은 이러

저장하겠습니까?

한 문제 해결 과정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나타내
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1) 문제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제작 계획이 탄탄하게

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문제 분석과 문제 해결 과정

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해야 할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이라고

을 다시 설계하게 됨을 인식하도록 한다.

부르기도 한다.

SW

지도 자료

해 보기

생각해보기

■ 원래의 말이나 글자, 숫자를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문제 상황 인식 - 문제 해결 상태 - 문제 상황
에서 해결 상태로 전이되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
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문제 상황> 말이나 글자, 숫자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 된다.

테스트와
디버깅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문제 해결 상태> 말이나 글자, 숫자를 다른 사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버그(bug)
라고 부른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잡는다는 뜻에서 오류 수정
과정을 디버깅(debugging)이라고
한다.

람은 알지 못하고 나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상태의 전이> 문제 해결 상태가 되기 위한 방
법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해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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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어지고, 프로토타입이 수정된 후에는 다시 3단계로 돌아간다. 최종 사용자
가 만족할때까지 3단계와 4단계가 계속 반복된다.
②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
순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과정)로,
개발의 흐름이 마치 폭포수처럼 지속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폭포수 모델의 흐름은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분석
단계에서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 소프트웨어 시험, 소
프트웨어 통합 단계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단계에까지 이른다.

폭포수 모델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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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설계
문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결정했다면 그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동작에 관련된 알고리즘의 계획과
소프트웨어의 외형 디자인 과정이 포함된다.

스키테일 암호와 시저 암호의 알고리즘을 각
각 기록해 보도록 하고, 각 암호 시스템에서 보내

SW

해 보기

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론해 본다.

■ 다음 예시를 보고 네 자리의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예시

지도 자료

1. 스키테일 암호
특정한 지름을 가지는 막대에 종이를 감고 평문(보내는 메시지)을 옆으로 쓴 다

스키테일 암호 알고리즘 예시

음 종이를 풀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

1. 암호를 기록할 종이를 길게 자른다

2. 시저 암호

2. 지름이 5cm(혹은 사각형, 육각형의 나무젓가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는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암호를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알파벳을 암호화할 때는 기존의 자리에서 세 자리씩 뒤로 바꾼 글

락)인 막대에 종이를 감는다.

자를 사용하였다.

3. 기록할 메시지를 옆으로 기록한다.
4. 종이의 빈 부분을 의미 없는 메시지로 채운다.
암호 제작 알고리즘

5. 메시지의 맨 뒷부분에 막대의 지름(혹은 몇 각
형의 나무인지)을 기록한다.
지도 자료
시저 암호 알고리즘 예시
1. 문자를 몇 자리 옮길 것인지를 결정한다.
2. 보낼 메시지를 기록하고, 자릿수에 따라 메시
지의 문자를 바꾸어 적는다.
3. 보낼 메시지의 특정 부분에 문자가 몇 자리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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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는지 기록한다.
지도 자료
나의 암호 알고리즘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자칫 어려운
단어로 들릴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한 알고리
즘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이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문제 상황
과 문제의 해결 상태를 결정하였다면, 어떠한 과

지도 방법
스키테일 암호나 시저 암호의 경우 실제로 학생들이 막대를 준비하거나 사각형
의 나무젓가락 등을 활용하여 암호문을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학생들이 실제로 암호를 작성하고 나면 학생들이 서로의 메시지를 살펴보며 원
래의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보내는 메시지에 정보가 어떻
게 담겨 있는 것이 더욱 알아보기 어려운 메시지인지를 토론하게 한다.

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상태로 전이
되는지를 기록해 보도록 하고, 자신이 수행한 문
제 해결 방법과 단계가 알고리즘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0 III 컴퓨터 분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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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설계>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원래의 네 자리 숫자로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자.

암호화 알고리즘
예전부터 사람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

학생들이 네 자리 숫자를 다른 정보로 암호화

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만드
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왔다. 비교적

암호 복원 알고리즘

단순한 형태의 고대 암호 체계를 지나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기계 장

하는 방법을 스스로 설계해 보도록 한다. 학생이

치 및 전자 장치를 이용한 암호 기술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암호를 만

스스로 만드는 암호화 과정에는 정답이 있는 것

들고 해독하기 위해 컴퓨팅 기기가 급
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의 컴

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퓨터는 대부분의 암호 체계를 순식간
에 풀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암호 알

있다.

고리즘을 제작할 때 암호화 과정을 설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암호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
떻게 전달할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자료

Q

1. 원래의 숫자를 복원할 수 있는가? 복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암호화 알고리즘의 예시
1. 숫자 간의 연산 : 특정한 숫자를 지정하여 덧셈
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연산을 한 후 그

Q

결과를 전송

2. 원래의 숫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시저 암호의 응용 :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여
전송

지도 자료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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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알고리즘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원래의 정보로 돌리는
과정은 원래 암호화 과정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
다. 복호화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무

지도 자료

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보 또한 함께 전
송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알고리즘의 이해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
기 위한 단계별 명령의 집합을 말한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에도 알고리즘의 개념은 계속 있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와 유클리드 호제법은 수학에서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기
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수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컴퓨팅 기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명령을 빠르고 정확하
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이 꼭 필
요한 단계이다. 프로그래밍은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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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외형 디자인
실제로 다음 단계에서 제작할 프로그램이 어

SW

해 보기

<소프트웨어 외형 디자인>
■ 앞에서 설계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 그려 보자.

떠한 방식으로 구현될지를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
현해보도록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통
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이전
의 소프트웨어 제작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에 관심을 많
이 쏟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
어나 애플리케이션은 알고리즘의 중요성과 함께
사용자가 접하는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디자
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비
용을 투자하고 있다.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인
문,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소프트웨어
를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학습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이는 앞
단원에서 학습했던 끈기와 협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 학습에서 자신의 역할만

76 Ⅲ. 컴퓨팅 분야 진로

을 강조하며 협동하지 않는 행동은 지양하도록
하며 모든 개발 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
한다.
지도 자료
스크래치 사용하기
스크래치는 2015년 현재 2.x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버전은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코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과 설치형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1.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코딩하기
웹 브라우저에서 스크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ttp://scratch.mit.edu 로 접속
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로그인을 해야지만
자신의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82 III 컴퓨터 분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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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구현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이 끝나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소프트웨어 구현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하여 실제로 동작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야 한다.

SW

교과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구현을 스크래치

해 보기

(scratch) 로 구현하였다. 스크래치는 학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쌓기 방식의 프로그래

■ 내가 만든 암호 알고리즘을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자.

밍 언어로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암호문을 만들어 주고,
암호문을 입력하면 원래의 네 자리 숫자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전혀 사

기능 1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암호문을 알려주는 버튼을 만든다.

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두 시간 정도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진 후 활동을 진

비밀번호 지킴이

행하도록 한다.
만약 학습자들이 스크래치보다 더욱 높은 수준

비밀번호를
암호로 만들기

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텍스트

암호를 해독하여
원래 비밀번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보여 주기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암호문을 만들어 준다’ 라는 명령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 문장은

지도 자료

어떠한 작은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스크래치 프로그램 구현

1.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한다.
2.

스크래치의 프로그램 구현은 화면에 스프라이

3.

트를 배치하고, 각 스프라이트의 동작을 블록으로

4.

프로그래밍한다. 학습자가 스프라이트 제작에 익
숙하지 않으면 지도용 CD에 포함된 스프라이트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77

를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스스로 스프라이트
를 제작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스프라이트를 제작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오프라인 에디터 사용하기
웹 브라우저에서 스크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
태여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치파일을 사용하여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사용하면 된다.
http://scratch.mit.edu/scratch2download/
위의 주소로 접속하여 Adobe AIR와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

스크래치 개발 환경

아 설치하면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몇몇 블록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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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개념

□ ‘비밀번호를 암호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네 자리 숫자를 입력받아 암호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는 수학에서 말하는 변

<프로그램 실행 화면>

수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컴
퓨터 변수의 값은 수학에서처럼 등식이나 공식의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세요.

암호는 “

”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컴퓨터 환경에서 변수
는 반복적인 과정 안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한 장소의 값을 할당한 뒤 어느 곳에서 사용

비밀번호를

암호를 해독하여

비밀번호를

암호를 해독하여

암호로 만들기

원래 비밀번호

암호로 만들기

원래 비밀번호

보여 주기

한 다음 새로운 값으로 다시 할당하고 같은 방법

보여 주기

으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에서의 변수는 긴 이름이 자주 나오며, 어떻게 이
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반면 수학

□ 예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나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 보자.

에서의 변수는 짧은 시간 동안 쓰이는 간결한, 한

예시 프로그램

두 개 문자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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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프로그램 설명

temp1은 결과값을 담을 변수이다.

여기의 알고리즘은 네 자리 숫자와

이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사용하지

여덟 자리의 특정 숫자를 합쳐서 비밀

않아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번호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

수 있지만 복잡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램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될 때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개념을

1.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2. 비밀번호와 정해진 숫자를 더한다.
3. 만들어진 암호문을 10초 동안 알려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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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예시 프로그램
나의 암호 제작 프로그램

여기에 제시된 예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
력을 받고, 일정한 처리를 통해 결과를 나타내는
기본 뼈대이다.
학생들이 무조건 블록을 따라 쌓는 것보다는
각 블록이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이해하고, 자신
의 알고리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본 코드를 변
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읽을거리
암호학
암호학(暗號學, cryptography, cryptology)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학적 및 수학적 방법
론을 다루는 학문으로 수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통신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
되고 있다.
초기의 암호는 메시지 보안에 초점이 맞추어
져 군사 또는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
재는 메시지 보안 이외에도 인증, 서명 등을 암호
의 범주에 포함시켜 우리의 일상에서 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현금 지급기의 사용,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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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패스워드, 전자상거래 등은 모두 현대
적 의미의 암호에 의해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다.
보호해야 할 메시지를 평문(平文, plaintext)
이라고 하며, 평문을 암호학적 방법으로 변환

지도 자료

한 것을 암호문(暗號文, ciphertext)이라고 한다.
이때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암호

알고리즘의 조건

화(暗號化, encryption)라고 하며, 암호문을 다

알고리즘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 평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복호화(復號化,

•입력 :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0개 이상 존재한다.

decryption) 라고 한다.

•출력 : 적어도 1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결과를 내어야 한다.(즉 모든 입력에 하나의
출력이 나오면 안 됨)
•명확성 : 수행 과정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명령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한성(종결성) : 유한 번의 명령어를 수행 후(유한 시간 내)에 종료한다.
•효율성 : 모든 과정은 명백하게 실행 가능(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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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구현

기능 2

암호문을 입력하면 원래의 네 자리 숫자를 알려주는 버튼을 만든다.

암호문을 원래의 비밀번호로 복원하기 위해 필
□ ‘암호를 해독하여 원래 비밀번호 보여주기’ 버튼을 누르면 암호문을 입력받아 원래의 비밀번호를

요한 알고리즘은 원래의 알고리즘과는 다른 형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를 가진다. 따라서 복원하는 알고리즘은 원래의

‘암호문을 입력받아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라는 명령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 문장은

알고리즘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수업

어떠한 작은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을 진행한다.

1. 암호문을 입력한다.
2.
3.
4.

지도 자료
복원 알고리즘 제작

<프로그램 실행 화면>

비밀번호 복원 알고리즘을 제작할 때는 암호문
외에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

암호문을 입력하세요.

원래 비밀번호는 “

”입니다.

다. 이러한 정보는 암호문 안에 함께 포함되어서
전달되거나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복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어떤 방

비밀번호를

암호를 해독하여

비밀번호를

암호를 해독하여

암호로 만들기

원래 비밀번호

암호로 만들기

원래 비밀번호

보여 주기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

보여 주기

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알고리즘이
중요해!
80 Ⅲ. 컴퓨팅 분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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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프로그램 설명

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앞에서 암호를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은 네 자리 숫자와 여덟 자리의
특정 숫자를 합쳐서 비밀번호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암호를 다시 원래
의 비밀번호로 변경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암호문을 입력받는다.
2. 암호문에서 원래의 숫자인 98765432를 뺀다.
3.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다.
앞에서 사용했던 temp1 변수를 복호화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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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암호 시스템
□ 예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나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 보자.

1. 대칭키 암호 시스템
예시

암호문을 생성(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암
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복원(복호화)할 때 사용하
는 키가 동일한 암호 시스템이다.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은 키의 길이, 키의 안전한 관리에 상대적
으로 의존성이 높다.
암호문의 작성자와 이의 수신자가 동일한 키
를 비밀리에 관리해야 하므로 폐쇄적인 특성을
갖는 사용자 그룹에 적합한 암호 시스템이다. 냉
전 시절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의 핫라인(hot

나의 암호 복원 프로그램

line)에 적용되었던 OTP(one time pad)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예이다.
2. 공개키 암호 시스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키 관리
의 어려움에 있다. 한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
완하기 위해 나타난 암호 시스템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두 개의
키를 부여받는다. 그 하나는 공개되고(공개키,
public key), 다른 하나는 사용자에 의해 비밀리에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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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어야 한다(비밀키, private key). 공개키 암
호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키만 관리
하면 되므로 키 관리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각 사용자의 공개

지도 자료
지도시 주의 사항
1.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이나 블록을 소개하는 데 학습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예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더욱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더욱 풀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자연스럽게 유
도한다.

키를 관리하는 공개키 관리 시스템(공개키 디렉
터리)이 필요하며 각 사용자는 이 시스템에 자유
롭게 접근하여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두 키의 수학적 특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
는 과정에 여러 단계의 산술 연산이 들어간다. 따
라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 비하여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3. 학생들끼리 서로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고 암호 시스템을 풀게 하는 활
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서로의 암호 체계를 평가하고 빠
른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02. 소프트웨어 개발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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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4) 테스트와 디버깅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했다면 기능을 시험해 보고 오류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는 교수자가 사용해 본 후
학생들 상호 간에도 서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한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SW

다. 학생 간에 암호화와 복호화를 해보고 프로그

해 보기
■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암호문을 쉽게 해독

예

아니오

내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비밀번호를 암호문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할 수 있는지 등을 서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암호문을 입력하면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가?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가?

지도 자료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오류를 수정하여

디버깅

다시 기능을 시험해 본다.

디버그 (debug), 디버깅 (debugging) 혹은 수정
5)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확성이나 논리적인 오류

완성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프로그램 사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을 바꿀 필요가

(버그)를 찾아내는 테스트 과정을 뜻한다. 디버깅

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과정은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유지 보수 과정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한 단계이다.

때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프

SW

해 보기

로그래밍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실패 경험이 나타
■ 나의 암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 보게 하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차분히 디버깅 과정을 진

방법이 있는지 토의해 보자.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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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디버깅 – 1947년 마크 2 컴퓨터의 전기장치에 끼어 연산
을 방해한 벌레(bug)를 잡은 것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각자 사용해 보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토론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
한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됨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서비스 내용
•패치 서비스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 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소프
트웨어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
비스
•기술 지원 :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질의에서부터 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
한 정비 서비스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
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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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료 분석가

중단원 개관
자료 분석가 단원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치
로 떠오르고 있는 자료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료

I 학습 목표 I

를 수집, 분석, 표현하는지를 경험하는 단원이다.

- 컴퓨터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제작을 종합적으로

-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용하며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수집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면

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의미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컴퓨터
를 사용하여 대량의 자료를 분석해 보고, 자료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 분석가의 일을 체험해 보
도록 한다.

1

정보 사회에서의 자료

중단원 학습 목표

현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

•컴퓨터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의미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정
보 사회 이전에 사용하던 디지털화 되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

않은 자료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알고 있는 사람만이 중요한 대접을 받았
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료가 디지
털 형태로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자료의
접근성도 높고 자료의 양도 굉장히 많다.
이런 정보 사회에서는 자료를 단순히 가

그림 설명

지고 있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어
떻게 수집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다른 사

해당 그림은 60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람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능

생성되고 유통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글 - 266만 건의 검색
•아이튠즈 - 1만 5천 개의 노래 다운로드
•웹사이트 - 571개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생김
03. 자료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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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 16만 6천 건의 주문
•이메일 - 1억 3천8백8십만 건의 이메일
•인스타그램 - 6만 7천 개의 사진 업로드
•아마존 - 2만 5천 건의 물건 구매

지도 자료
1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의 다른 버전도 존재한다.

•트위터 - 43만 3천 개의 트윗
•스카이프 - 8만 8천 건의 전화
•페이스북 - 29만 3천 건의 상태 업데이트
•유튜브 - 500만 건 이상의 동영상 시청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iyKTbymqk
What Happens On The Internet In 6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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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자료의 활용 단계

자료의 분석

현대 사회에서 유통되는 많은 자료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어 컴퓨팅 기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면 디지털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쉽고,

수집 - 가공 - 분석 - 재표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과거 사회에서는 자료의 활용을 굳이 컴퓨터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를 사용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1) 자료의 수집

대 사회에서는 모든 자료 활용 단계에서 컴퓨팅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일일이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활용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고성능의 컴퓨팅 기기가 자동적으
로 자료 수집과 기록을 담당한다.

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에서 자료의 의미를 제

SW

해 보기

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능력
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많은 자료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를 기록하는 것 또한 컴퓨팅 기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어떤 기기가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지도 자료
활동의 의도
이 단원의 활동은 자료의 수집, 분석, 표현의
활동에 컴퓨팅 능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 활동을 진행할 때 학습자는 컴퓨팅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인지할 수 있
어야 하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팅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출퇴근 기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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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데이터 과학과 컴퓨팅

향을 판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컴

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은 간단하게 말해 자료(data)에

퓨팅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데이터 과학자는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서 정보나 지식(knowledge)를 추출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자료를 얻기가 점점 쉬워

직업 중 하나이며 데이터 과학자가 자료에서

말한다. 데이터 과학은 수학, 통계학, 정보 기

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모집단에서 어떤 방

찾아낸 의미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경향이나

술 등의 학문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차용하여

식으로 샘플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자료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을 진

모집단 전체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

행한다.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각광받는 빅 데이터

기존의 수학이나 통계적인 방법은 전체 모

(big data)이며, 이러한 대량의 자료에서 의미

집단의 일부에서 샘플을 채취해 모집단의 성

를 찾아내는 다양한 컴퓨팅적 기법들이 발달

90 III 컴퓨터 분야 진로

지도서_자율진로_11차.indd 90

15. 3. 25. 오후 7:11

지도 자료

2)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 과정은 수집한 자료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

자료의 분석

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해석

자료의 분석 부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 단원에서 활
SW

해 보기

용하는 자료는 단순하게 손이나 계산기로 사용하

■ 다음 자료는 어떤 쇼핑몰의 판매 자료 일부이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은 자료를 사용한다.
해결 가능한 정도의 자료 분량을 주면 스프레드

것들이 있을까?
김철수

20150112

월

오전 9:12:33

cskim

남

패션

₩85,640

이영희

20150112

월

오후 1:24:10

younghee

여

전자 제품

₩121,440

백정훈

20150113

화

오전 11:24:36

pjh0124

남

식품

₩55,410

강다혜

20150113

화

오전 8:51:01

kangkang

여

생활용품

₩12,200

채윤성

20150114

수

오전 8:15:55

yoonschae

여

식품

₩89,860

최혜림

20150114

수

오전 9:06:46

rimrim

여

패션

₩39,700

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
도의 자료를 만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프
레드시트 내부의 다양한 명령들을 익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지도 CD

알 수 있는 정보

에 포함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활용한다.
또한 학생들이 스프레드시트에서 활용되는 다
양한 함수와 명령을 통해 대량의 자료에서 어떠
한 정보를 파악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
니라 각 자료 간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지, 그
원인은 무엇일지에 대한 생각을 분석 과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지도 자료
03. 자료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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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설명
해보기의 자료는 쇼핑몰 판매 자료이다. 여기
에서 나타난 자료의 종류는 사용자 이름, 판매 날
짜, 판매 요일, 판매 시간, 사용자 ID, 사용자 성별,

지도 자료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① R 프로그래밍 언어
R 프로그래밍 언어는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R은 통계 소프
트웨어 개발과 자료 분석에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패키지 개발이 용이하여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통계 소프트웨어

② 하둡(High-Availability Distributed

판매 카테고리, 판매 금액이다.

Object-Oriented Platform)
하둡은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
웨어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
다. 분산 처리 시스템인 구글 파일 시스
템을 대체할 수 있는 하둡 분산 파일 시
스템(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과 맵리듀스를 구현한 것이다.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다.
03. 자료 분석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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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도구
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알맞은 도구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커다란 표(시트)를
다룬다. 이 표 안에는 셀(cell)로 나뉘는 수많은 공
간이 있다.
각 셀은 열과 행으로 이름을 매긴다. 셀 각각에
계산에 필요한 수치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참조
하는 계산식이나 함수를 사용해 결과값을 계산
한다. 이 결과값 역시 특정한 셀에 표시된다. 만약
원본 자료를 수정할 경우 수정할 자료가 있는 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차트 기능

의 수치만 변경하면 변경된 전체 결과를 즉시 확
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자료 분석
□ 대량의 자료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는 어렵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함수나 매크로

②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원하는 값을 알아보도록 하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

다음을 파악하여 정리해 보자.

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이다.

요일별 판매 수량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
성별 판매 수량

으로 그 내용을 고도로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화를 꾀한 것이다. 즉 몇 개의 자료 파

품목별 판매 수량

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시간대별 판매 수량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기억시켜 놓은 자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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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③ 프로그래밍 언어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어
느 정도 정형화된 수치나 문자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서 나타나는 자료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크기 또한 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지도 자료
사용하는 스프레드시트 함수
=COUNTIF(C2:C999,"월")
→ 월요일에 판매된 물품의 개수를 파악하는 함수

이러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처
리와 분류를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COUNTIF(H2:H999,"<100000")
→ 판매된 물품 중 100,000원 이상의 물품의 수를 파악하는 함수

나는 내용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자료의 특정한

=COUNTIFS(F2:F999,"남",G2:G999,“전자제품”)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가

→ 전자제품을 구매한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함수

지원하는 명령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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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성별 구매 특성 분석
■ 앞에서 제시한 쇼핑몰 자료의 분석 내용을 해석해 보자.

=COUNTIFS(F2:F999,"남",C2:C999,“금”)

요일별 구매 특성은 무엇인가?

남성이 금요일에 구매한 수를 파악하여 비교(성
별과 요일)
=COUNTIFS(F2:F999,"남",G2:G999,“식품”)

성별 구매 특성은 무엇인가?

남성이 구매한 식품 수를 파악하여 비교(성별과
구매 카테고리)

시간대별 구매 특성은 무엇인가?

=COUNTIFS(F2:F999,"남",G2:G999,“<100000”)
남성이 구매한 100,000원 이하 물품 구매 수를 파

이 쇼핑몰에 필요한 판매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악하여 비교 (성별과 구매 금액)

지도 자료

분석한 내용 표로 정리

시간대별 구매 특성 분석
요일별

=COUNTIFS(D2:D999,">09:00:00",D2:D999,
“<12:00:00”,F2:F999,“여”)

구매 특성
분석

성별

여성이 9시부터 12시까지 구매한 수를 파악하여
비교(시간대와 성별)

시간대별

=COUNTIFS(D2:D999,">00:00:00",D2:D999,
“<12:00:00”,G2:G999,“전자제품”)
오전에 구매한 전자제품 수를 파악하여 비교(시
03. 자료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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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과 구매 카테고리)
=COUNTIFS(D2:D999,">16:00:00",D2:D999,
“<20:00:00”,G2:G999,“>50000”,G2:G999,
“<100000”)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판매한 50,000원 이상

지도 자료
요일별 구매 특성 분석

100,000원 이하의 물품 구매 수를 파악하여 비교
(시간대과 구매 금액)

=COUNTIFS(C2:C999,"월",F2:F999,“여”)
각 요일별로 구매한 여성의 수를 파악하여 비교(요일과 성별)
=COUNTIFS(C2:C999,"월",G2:G999,“패션”)
각 요일별로 구매한 여성의 수를 파악하여 비교(요일과 구매 카테고리)
=COUNTIFS(C2:C999,"월",G2:G999,“<50000”)
각 요일별로 50,000원 이하 물품 구매 수를 파악하여 비교 (요일과 구매 금액)
COUNTIF 함수는 조건을 하나만 검색하지만 COUNTIFS 함수는 조건을 여러 개
검색하여 모두 만족하는 값을 반환한다. 따라서 여러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
면 COUNTIFS 함수를 사용한다.
03. 자료 분석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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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3

자료의 표현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자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자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쉽고,

자료의 표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을 보여 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효과적인

시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표나 차트, 그래프

표현을 위해서는 표 만들어 제시하기, 차트 만들기, 도표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를 활용해 본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은 남
들과 차별화시키기 어려우므로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의 표현

1) 차트와 그래프의 활용

SW

를 활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해 보기
■ 스프레드시트에 포함된 차트와 그래프 기능을 활용하여 앞에서 분석한 구매 특성을 표현해 보자.

엑셀에서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 위한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OIkRhZ
gynwc
엑셀 강좌 - 차트 제작/수정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0jtBpt8-bE
엑셀 강좌 - 차트 스타일 적용/차트 편집/이중 차
트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Zkyh
0yAEm2o
엑셀 강좌 - 이중 차트 제작/이미지와 클립아트
삽입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차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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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입력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부류로 분류(classification)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기 예보를 패턴 인식 문제로 다룰 수 있는데,
인식 시스템은 입력으로 받아들인 기상도에서 중
요한 특징을 추출하여 기상도를 해석한 다음, 추
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일기 예보를 하게 된다.
의료 진단 역시 패턴 인식 문제로 다룰 수 있
다. 환자의 증상이 인식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 역
할을 하는데, 이때 인식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인
증상을 분석하여 질병을 구별해 낸다.
94 III 컴퓨터 분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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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매크로는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하
여 자주 사용할 때, 개개의 명령어를 일
일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의 키
입력으로 원하는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프로그램 기능이다.
간단히 말해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
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이
나 마우스의 동작으로 실행하도록 만
든 것을 매크로라고 한다.
대부분의 매크로는 몇 가지 키를 순

서대로 누르거나 화면의 특정한 지점
을 반복해서 클릭하는 등의 단순 작업
을 반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스프레드시트, 특히 마이크로소프
트의 엑셀 프로그램에서의 매크로 또
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작
방식은 조금 다르다. 엑셀에서의 매크
로는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프로
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어야 작성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제
작하는 것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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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소프트웨어 제작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그래프나 차트는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

소프트웨어 제작

한 인상을 주기에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알아

프로세싱은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오픈소

보자.

SW

스 프로그래밍 언어로 Java를 기반으로 제작한 언
어이다. 프로세싱은 기본적으로 Java 언어를 기반

해 보기

으로 하고 있지만 Java의 개념을 많이 희석시켜 C

■ 자료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프로그래밍에 가깝게 코딩할 수 있다. 프로세싱
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각적 효과 구현으로
그래픽이나 텍스트의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최근 들어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 또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두이노의 센서값을 통해 그래픽적인 표현을 진
행할 때 프로세싱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세싱에 관련된 내용은 https://processing.
org에서 소개하고 있고, 국내에도 프로세싱에 관
련된 책자들이 출판되어 있어 프로세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디자이너를 위한 감성 프로세싱(2014, 예문사)
프로세싱으로 그림그리기(2013, 퍼플) - 무료
03. 자료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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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게임을 만들면서 배우는 프로세싱 기초(2012, 교
보문고)

지도 자료
차트와 그래프의 활용
학생들이 이미 차트와 그래프의 활용에 익숙하다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학습을

참고 웹사이트
http://makeprocessing.com/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 활동을 진행할 때는 학습자에게 차트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https://sites.google.com/site/gamewith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더욱 강조할 것인지를 생각한 후 그 생각

processing/home

을 차트나 그래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차트와 그래프는 단순한 형태보다 특
정한 부분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형태의 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http://www.openprocessing.org/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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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독립적인 스크린 생성하기
■ 프로세싱(Processing)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독창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보자.

void setup( ){
size(가로 길이, 세로 길이)

예시

// 길이는 픽셀 단위이고, 숫자만 입력한다
요일별 판매량

background(배경색)
// 배경색에 숫자를 하나만 입력하면 검은색의
농도로 배경을 표현한다(0~255).
// 배경색에 RGB 코드를 넣으면 배경색을 특정
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
프로세싱에서 좌표의 기준점은 왼쪽 상단이다.
스크린을 생성하고 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의

1. 창 생성하기

좌표가 (0,0)이 된다. 이 점을 기준으로 가로 픽셀
□ 가로 800 픽셀, 세로 600 픽셀 크기의 화면을 만들고, 배경 화면의 색을 검은색으로 설정해 보자.

과 세로 픽셀 값을 지정해 주면 그 지점을 기준으
로 글자나 그래픽을 표현한다.

void setup(){
size(

,

);

background(0);
}

void draw( ){
PFont font = createFont(“폰트 이름”, 폰트 크
기);
textFont(font); // 폰트를 불러와 텍스트 객체

□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화면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90 Ⅲ. 컴퓨팅 분야 진로

를 생성한다.
fill(숫자); // 글자 색상을 결정한다.
text(“글자 내용”, 글자 시작 x 좌표, 글자 시작 y
좌표); // 글자 내용을 입력하고, 글자가 나타날
곳의 x 좌표와 y 좌표값을 입력한다. x, y 좌표의
기준은 왼쪽 상단이다.

창 생성하기 정답
void setup( ){
//screen size

}

size(800, 600);
backgroud(0);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폰트 이름은 영문으로 사
용해야 하며 프로세싱 메뉴의 [Tools] - [Create

}

Fo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폰트 크기는 숫자로
나타낸다.사용할 폰트의 종류와 크기가 여러 가

backgroud 뒤의 괄호 안의 숫자를 0에서 255까지 바꾸면 배경의 검은색이 바뀌게

지이면 PFont 명령어 뒤에 변수 명을 다르게 하

된다. RGB 코드를 활용하면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 여러 폰트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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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사용한 코드입니다.
①
int [ ] data;

2. 화면에 글자 쓰기
□ ‘요일별 판매량’이라는 글자를 왼쪽 상단에 적어 보자.

void setup( ){
void draw(){

size(800,500);

//폰트 불러오기

background(0);

PFont font1 = createFont(“NanumGothic”, 32);

frameRate(3);

PFont font2 = createFont(“NanumGothic”, 10);

String [ ] stuff = loadStrings("data1.txt");
//제목 쓰기

data=int(split(stuff [0], ','));

textFont(font1);

}

fill(255);
text(“

”,

,

);

void draw( ){

}

□ 위의 코드를 실행하고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선 설정
stroke(#97bf0d);

SW

더 해보기

strokeWeight(9);
strokeCap(PROJECT);

1. 글자의 색을 바꾸어 보자.
2. 글자의 글꼴을 바꾸어 보자.

//폰트 불러오기
PFont font1 = createFont("NanumGothic", 32);
PFont font2 = createFont("NanumGothic", 10);

꼼꼼히 살펴 보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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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생성하기 정답
void draw( ){
//폰트 불러오기

요일별 판매량이라는 글자를 왼쪽 상단에서 내려온 적절한 위치에 배
치하도록 지도한다.

PFont font1=createFont(:NanumGothic",32);

//제목 쓰기
textFont(font1) //font1을 사용한다는 명령이다.
fill(255); //글자 내부의 색을 흰색으로 칠한다.
text("요일별 판매량",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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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요일 글자를 표시해 보자.

//제목 쓰기

void draw(){

textFont(font1);

textFont(font2);

fill(255);

fill(255);
text(“월요일”, 260, 470);

text("요일별 판매량", 30, 50);

text(“화요일”, 300,
text(“수요일”,

);
, 470);

text(“목요일”, 380, 470);

//요일쓰기

text(“금요일”, 420, 470);

textFont(font2);

text(“토요일”,

fill(255);

text(“일요일”, 500,

, 470);
);

}

text("월요일", 260, 470);
text("화요일", 300, 470);

□ 위의 코드를 실행하고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text("수요일", 340, 470);

3. 외부 자료 입력받기

text("목요일", 380, 470);

□ 외부 자료를 입력받아서 사용해 보자.

text("금요일", 420, 470);

int [] data;

text("토요일", 460, 470);

void setup(){

text("일요일", 500, 470);

......

//월요일 그리기

String [] stuff = loadStrings("data1.txt");
data=int(split(stuff [0], ','));
}

for (int j = 450; j > 450-(data[0]/2); j = j-12) {
int i = 260;

data1.txt 파일의 내부는

line(i,j,i+28,j);

오른쪽과 같다.

}
textFont(fo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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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255);
text(data[0], 260, 440-(data[0]/2));
//화요일 그리기
stroke(#dedb00);
for (int j = 450; j > 450-(data[1]/2); j = j-12) {

요일별 글자 표시 해답

y 좌표는 동일하고 x 좌표만 적절하게

void draw( ){

간격을 띄워 글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textFont(font2);

배치한다.

fill(255);

int i = 300;

text("월요일", 260, 470);

외부 자료 입력 받기

line(i,j,i+28,j);

text("화요일", 300, 470);

int [ ] data; // 자료를 입력받을 배열을

text("수요일", 340, 470);

선언한다.

textFont(font2);

text("목요일", 380, 470);

String [ ] stuff = loadStrings("data1.

fill(255);

text("금요일", 420, 470);

text(data[1], 300, 440-(data[1]/2));

text("토요일", 460, 470);

}

text("일요일", 500, 470);
}

txt"); //data1.txt 를 불러와 stuff라는
변수에 임시로 저장한다.
data = int(split(stuff [0], ',')); // stu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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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자료로 사각형 그리기

//수요일 그리기
□ 입력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사각형을 그려 보자.

stroke(#de0059);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void draw(){

사실 굵은 선을 그어
나타낸 것이다.

for (int j = 450; j > 450-(data[2]/2); j = j-12) {

// 선 설정
stroke(#97bf0d);

int i = 340;

strokeWeight(9);
strokeCap(PROJECT);

line(i,j,i+28,j);
}

// 월요일 사각형 그래프 그리기
for (int j = 450; j > 450-(data[0]/2); j = j-12) {

textFont(font2);

int i = 260;

fill(255);

line(i,j,i+28,j);
}

text(data[2], 340, 440-(data[2]/2));

// 월요일 판매량 숫자 적기
textFont(font2);

//목요일 그리기

fill(255);
text(data[0], 260, 440-(data[0]/2));

stroke(#33ffff);

}
□ 위의 코드를 실행하고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for (int j = 450; j > 450-(data[3]/2); j = j-12) {
SW

int i = 380;

더 해보기

line(i,j,i+28,j);
1. 사각형의 색을 바꾸어 보자.

}

2. 위치를 바꾸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판매량을 나타내 보자.
3. 위의 코드를 바탕으로 자료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보자.

textFont(font2);
fill(255);
text(data[3], 380, 440-(data[3]/2));
03. 자료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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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 있는 자료를 콤마(,)를 구분자로 하여

사각형 그래프 그리기 설명

나눈 뒤, data 배열에 차례대로 저장한다. 그러

stroke(#97bf0d); // 선의 색을 결정하는 부분

int i=260;

면 아래 data1.txt 파일의 내부에 있는 숫자 순

이다. RGB 코드로 결정한다.

line(i, j, i+28, j);

서대로 data[0] 부터 data[6] 까지 각 숫자가 저

strokeWeight(9); // 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부

장된다.

분이다. 숫자값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달라진다.

for (int j=450;j>450-(data[0]/2); j=j+12)(

)

strokeCap(PROJECT); // 선의 끝부분을 어떻

우리가 그릴 선의 y 좌표를 450부터 시작해서

data1.txt 파일은 내 문서 - processing - (프

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이다. 선의 끝

데이터값의 절반만큼 y 좌표가 이동할 때까

로젝트 제목) - data 폴더 안에 있어야 한다.

부분을 둥글게 할 때는 ROUND 를 괄호 안에

지 선을 그리는 반복문이다. 월요일부터 일요

입력한다.

일까지 다른 점은 시작 x 좌표인 i 값과 자료가
들어 있는 배열 정보인 data[ ]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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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평가

④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나서 각자가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료를

//금요일 그리기
stroke(#ff9933);
for (int j = 450; j > 450-(data[4]/2); j = j-12) {

나타내는지를 알기 위해 각자 자신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SW

해 보기
■ 다른 사람의 자료 표현 방식을 보고 새로운 점이나 배울 점을 기록해 보자.

int i = 420;
line(i,j,i+28,j);
}
textFont(font2);
fill(255);
text(data[4], 420, 440-(data[4]/2));
//토요일 그리기
stroke(#ff33cc);

■ 위에서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 표현 방식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for (int j = 450; j > 450-(data[5]/2); j = j-12) {
int i = 460;
line(i,j,i+28,j);
}
textFont(font2);
fill(255);
text(data[5], 460, 440-(dat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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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그리기
stroke(#99ffcc);
for (int j = 450; j > 450-(data[6]/2); j = j-12) {
int i = 500;
line(i,j,i+28,j);
}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평가의 활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평가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하는 과정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textFont(font2);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프로그

fill(255);

램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사례들도 있다.

text(data[6], 500, 440-(data[6]/2));

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이 자칫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
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되도록 다른 사람

}

의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에 대해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좋을 점을 간단
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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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학습 정리
1

컴퓨팅 기술은 현대 사회가 운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컴퓨팅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직업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제작,
시스템 운영, 자료 분석까지 컴퓨팅 능력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러한 컴퓨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끈기, 인내, 협동 능력 등 관련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계획한다. 계획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다. 소프트웨어의 구현이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오류를 검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3

자료 분석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대량의 자료를 적절한 컴퓨팅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료 분석가는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결정한다. 수집된 자료를 컴퓨팅 능력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한다. 또한 분석한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정리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따른 명칭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소프트웨어의
현재 완성 상태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
다. 학생들은 보통 관심을 가지는 앱이나 게

95

•알파 :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시작하는 첫 단

•클로즈드 베타·오픈 베타 : 클로즈드 베타

계이기도 하다. 알파 소프트웨어는 불안정

(closed beta)는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제

할 수 있고 충돌이나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한된 그룹의 개인에게 출시되는 반면, 오픈

수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일차적으로

베타(open beta)는 관심이 있는 더 넓은 그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룹에게 적용된다.

•베타 : 알파의 뒤를 잇는 소프트웨어 개발

•출시 후보(release candidate, RC) : 제품이

단계이다.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완성할 때

될 가능성이 있는 최종적인 베타 버전으로,

일반적으로 이 단계가 시작된다. 베타 단계

상당한 버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출시할 준

•프리 알파 :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형태로

의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속도·성능 문

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동되어 테스트를 거치기 전의 프로젝트

제와 더불어 온전히 완성된 소프트웨어보

기간 동안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다 더 많은 버그가 존재한다.

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개발 단계를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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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컴퓨팅 기술과
다양한 직업
01. 인문 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컴퓨팅 기술은 이제 그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복잡
하고도 다양한 자료를 다루는 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였던 인문 사회 분야도 통계 등의 자료에서 의미
를 찾아내기 위해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컴퓨
터 과학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활용되는 예를 살
펴보고, 실제로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여,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다양한 직업에서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01.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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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컴퓨팅 기술과 다양한 직업

대단원명

1. 단원의 개관
컴퓨팅 기술은 이제 그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다루는 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
였던 인문 사회 분야도 자료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컴퓨터 과학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활용되는 예를 살펴보고 실제로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여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다양한 직업에서 활용되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컴퓨팅 기술과 다양한 직업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인문사회 분야의 직업

•과학 분야의 직업

•사회 현상의 분석

•과학 현상 시뮬레이션

3. 단원의 평가 방향
① 인문 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단원에서는 인문 사회 분야 직업 중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직업 분야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으로서 주식전문가, 역사학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인구학자가 되어 직접 미래 인구를 예측해 보는 활동
을 수행하게 된다.
②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단원에서는 과학 분야 직업 중에서 화학자, 유전공학자, 기상학자를 제시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동물학자가 되어 생태계 환경에서 개체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본다.

4. 단원의 지도 목표
•인문 사회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문 사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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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원의 지도 계획

단원명

차시

내용 요소

(시간)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학습 자료

•인문 사회 분야에서 컴퓨팅의 역할 이해하기
1
1. 인문 사회

(45분)

인문 사회

•주식 전문가, 역사학자, 보험 상품 설계사 등

분야의 직업

인문 사회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능력을

직업 소개
ppt

필요로 하는 사례 알기

분야에서의
컴퓨팅
3~4
(180분)

사회 현상의
분석

•인문 사회 분야에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45분)

과학 분야의

PC

•인구학자가 되어 고령 사회 분석하기

•화학자, 유전공학자, 기상학자 등 과학 분야

직업

의 직업에서 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

2. 과학

교과서

지도서

방법

쪽수

쪽수

98쪽

106쪽

100쪽

108쪽

111쪽

119쪽

114쪽

122쪽

125쪽

133쪽

관찰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관찰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과학 분야에서 컴퓨팅의 역할 이해하기
1

평가

직업 소개
ppt

례 알기

관찰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분야에서의
•과학 분야에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

컴퓨팅
3~4

과학 현상

(180분)

시뮬레이션

해결하기
•생물학자가 되어 생태계의 불균형 현상 분석

관찰법,
PC

하기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질의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응답,
자기 평가

6. 단원의 평가 방향
‘컴퓨팅 기술과 다양한 직업’ 단원에서는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문사회 분야나 과학 분야와 융합되는 문제 상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적 태도 등의 정의
적 측면을 함께 평가한다.

7.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이 단원은 모둠별 협력 학습을 중심으로 하나 수업 상황이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학습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문법 학습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문 사회 및 과학 분야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단원이지만 핵심은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문 사회 및 과학 분야의 지식을 깊이 설
명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컴퓨팅 사고력과 컴퓨팅 능력을 길러야 함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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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인문 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01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은 단순히 컴퓨터와 관
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문 사회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을

I 학습 목표 I

1. 인문 사회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2.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문 사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해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움직임, 사회적 결정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은 단순히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의 지표가 되는 다양한 통계 자료의 처리 등을 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움직임, 사회적 결정의 지표가 되는 다양한 통계

미치고 있다. 컴퓨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문 사회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팅
자료의 처리 등을 위한 컴퓨팅 기술이 인문 사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컴퓨팅 기술이 인문 사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

인문 사회 분야의 직업

인문 사회 분야에서 컴퓨팅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
히 숫자 자료를 다루는 경제 부분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이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

중단원 학습 목표

나,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자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정교한 결과를 얻는다.

•인문 사회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1) 주식 전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문 사회 분야의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 달러는 어떻지?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앞으로
좋아지겠군. 투자를 해 볼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의 의도
이 단원은 대단원 3단원에서 학습한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직
업에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그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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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3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기술을 바탕으
로 다른 직업에서 컴퓨팅 능력이 어떻게 활용되
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법
•인문 사회 분야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해결하는 문제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
로 안내한다.
•인문 사회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해결하도록 안내
한다.
•컴퓨터 과학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컴퓨팅 사고력 기법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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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역사학자

주식전문가

문명은 농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발달했다고?
어디 시뮬레이션해 볼까?

주식전문가는 환율 변화의 추이, 투자한 회사
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
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해결
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을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함
으로써 주가 변화 추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 상품 설계사

역사학자
역사학자는 과거 조상들이 남긴 유물, 터의 흔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 볼까?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1인당 평균
00000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인구의 00%, 그렇다면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이 좋을까?
확률을 좀 따져 보고 상품을 만들자.

적 등을 바탕으로 삶의 형태를 예상하게 된다.
현재 문명은 농업의 발달에서 시작되었다고 널
리 알려져 있지만, 혹자는 전쟁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 점차 발달했다고
믿는다.
이런 논쟁이 있는 부분들은 컴퓨팅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하도록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역사적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 상품 설계사

01. 인문사회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99

보험 상품 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확
률을 고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을 개발하여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상

경제학자

품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갈 확률과 한

경제학자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따져보게

하여 사회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은 실질적

된다. 이럴 때 컴퓨팅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하

인 실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따

도록 하면 상품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라서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을 토대로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모델을 만들어 사회에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험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사람의 사고 능력으로 고려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
을 처리하는 부분은 컴퓨팅의 능력을 빌리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자에게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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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기타 인문사회 분야에서 컴퓨팅 기술의 활용

SW

해 보기

■ 앞에서 제시한 직업 외에 인문 사회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예

① 시나리오 작성 프로그램

시를 찾아 보자.

글쓰기는 온전히 작가의 창조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작가의 생각을 구체적인 틀로 작성할 때
는 글쓰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키
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를 활용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내어 작가의 의도에 맞는 문장을 창조하
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작성 외에도 등장인물 특징 생성,
성격별 대화체 변경, 예상되는 반응 등 소프트웨
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통
해 자동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② 범죄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
행 패턴을 분석해 범인의 심리 상태나 범행 경향
등을 특정 짓고 범인의 프로필을 뽑아내는 수사

1) 사회 현상의 분석

법이다.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한 자료의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은 중요한 분석 방법이다. 사회 현상을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일어났던 범죄와 범인의 특징점을 정

분석할 때는 어떠한 부분에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할지, 컴퓨팅 능력을 통해 얻은 결과가

리하여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차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데이터베이스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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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특정한 범죄가 발
생하게 되면 통계적인 자료를 찾아 가장 근접한
범인의 프로필을 생성하여 범인의 검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해보기에 어렵거나 위험한 실험을 컴퓨팅 시스템의 힘을
빌어 수행하는 형태의 모의실험을 의미한다.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자동차를 개
발하고 충돌 실험을 하거나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은 차량의 하중을 견디려면 어떤
철근을 사용해야 하고 교각은 몇 개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실험을 할 때에 사용
된다. 이러한 실험은 실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전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시뮬레이션은 실제의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 요인들
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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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의 변화

해 보기

인구수는 출산율과 사망률에 따라 변화한다.
■ 다음은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이다. 이 글을 읽고

특히 출산율은 인구의 증가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인구와 관련된 사회 현상을 분석해 보자.

출산율이 저하되면 인구수가 감소한다. 특히 출

왼쪽 그림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인구
정책에 대한 기록이다. 과거에는 출산 억

산율의 저하는 인구수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

제 정책을 펴다가 현재는 출산 장려 정책
을 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보통 60세 초반에 은퇴를 한다. 이 노인들의 부양
은 국민 연금 등을 통해 젊은층들이 책임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젊은층의 인구수에 대비해 노인
층의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젊은층들에게는 큰 부
담이 아닐 수 없다.

가족계획 보통 우표
(1979, 국가기록원)

일본은 고령 사회 진입과 경기 침체기가 맞물
리어 있다. 물론 경기 침체가 고령 사회와 직접
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으나

출산 장려 포스터
2009, 2010, 보건복지부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

2014년 국제 연합 인구 기금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은 2.5명이며,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곳은 홍콩과 마카오로 1.1명이지만 이

따라서 고령 사회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으

두 곳은 도시 국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자는 다양한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만약 가임 여성들이

로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출산 장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게 되면, 미래에는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고령화 사
회, 고령 사회를 거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려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많아지는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적기 때
문에 젊은 세대의 연금, 세금, 건강 보험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 재정
이 어려워지게 된다.

[해보기]에 제시된 그림에는 과거 출산율을 낮
추어 보자고 장려하는 표어와 현재 출산을 많이
하자고 장려하는 표어가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
01.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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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이 점차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현상
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언제 초고령 사회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를 논의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 수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
•고령화 사회: 총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
는 사회를 말한다.
•고령 사회: 총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업을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 단원에서는 컴퓨팅과 직업 세계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 교과에서 다루어
야 하는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 심각성, 정책 마련
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 총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
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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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문제 인식 단계
문제 인식

문제 인식 단계는 학습자가 놓인 상황에서 학
습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

□ 위의 글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하게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일상 언어의 문제 상황을

문제 인식: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도달해야
할 목표 상태를 설정하고 문제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도한다.
제시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은 개별적으
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내기 위한 활동, 즉 문제

용어 정의

의 식별, 문제의 정의, 변인 파악, 가설 설정 등과
□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문제에 대해 해결 가능

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

한 여러 가지 단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고령 사회(aged society) :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학습 활동의 성격을 설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

14% 이상~20% 미만인 사회

용어 정의: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문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명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이 파악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료 수집
□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구 자료를 찾아 보자.

고령화 사회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
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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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 생산 가능 인구(25~49세)는 2007년
을 정점(2,066만 명)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①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법

주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
72.9

80.0
60.0
40.0

54.4

16.2

20.0
0.0

64.4
0-14세
15-64세
65세 이상

42.5
3.1

5.1

7.2

1970

1990

2000

14.3

24.3
11.4

2018

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설문지를 돌리거나 신문이나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하다.

20.8

11.0
2010

자료 수집

2026

2030

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다음은
자료의 종류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한 표이다.
② 인터넷 자료 수집 시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자료들은 여러 사람이 참조하면서 점점 원래의 정보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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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
한 인구 자료

Q

1. 어디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는가?

Q. 어디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는가?

자료 수집: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는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자료를 수집할

통계청 나라지표(index.go.kr)

때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수집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2. 찾은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

타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DtlPageDetail.do?idx_cd=1010

자료 표현
□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이나 표, 그래프, 차트 등으로 표현해 보자.

Q. 찾은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통계청은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 우리나라 전반
에 걸친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계 수요를 산출하

자료 표현: 수집한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림, 표, 차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는 곳이다. 국가통계시스템은 정확성, 시의성, 유
용성을 보장한다.
자료 표현
사람은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기

Q

어떠한 시각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자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가?

때문에 시각화된 정보는 사람의 인지 처리 과정
에 의해 쉽게 처리 가능하다. 또한 문자보다는 시
각화된 정보가 이해하기 빠르다. 따라서 효율적
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
01.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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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다. 단, 시각화된 정보는 정보에 대한
왜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와 같이 학생의 전교 등
수가 5등이 오른 경우 차트로 표시하고자 할 때
급간을 1등씩으로 두면 5등은 매우 많이 오른 것

미하는 바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허위 사실이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

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급간을 10등씩으로 두면 거

처럼 유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믿을 만한가, 타당한

의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한다.

등수
중간고사

자료의 종류

정의

자료 수집 방법

1차 자료

당면하고 있는 조사를 위
하여 수집한 자료

전문가 의견 조사, 면접, 관찰,
설문 조사, 실험 등

2차 자료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

패널 조사 결과 자료, 검색 엔
진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정기
발행물, 기업 내부 자료 등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등수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10

12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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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문제 해결에 단서가 되는 특징을 추출한 것이

패턴 인식
□ 앞에서 제작한 그림이나 차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자.

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 겨울이 되면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매년 나타나는 특정 패턴

패턴 인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 특징은 우리나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겨울 기후가 관절염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음성 인식 시스템의 경우 입력된
음성을 파형의 패턴을 기반으로 그 단어가 무엇
인지를 식별한다.

시뮬레이션 설계
□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션 도구를 제작해 보자.

1,031

2,062

6-10세

1,147

2,094

11-15세

1,253

2,106

16-20세

1,347

2,094

21-25세

1,439

2,878

26-30세

1,575

3,150

31-35세

1,586

3,172

② 이 나라는 여성 모두가 결혼을 한다.

36-40세

1,610

3,220

③ 여성들은 모두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며 30~35세

41-45세

1,621

3,242

46-50세

1,610

3,220

51-55세

1,550

3,100

56-60세

1,575

3,150

⑥ 이 나라의 현재 인구 분포는 오른쪽과 같다.

61-65세

1,110

2,220

⑦ 이 나라의 나이는 대한민국과 같은 계산 방법을 사용

66-70세

789

1,578

71-75세

556

1,112

76-80세

387

774

81-85세

274

548

•A 나라의 인구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A 나라의 미래 인구

① 이 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1.3명이다. 여기서 출산율이
라는 것은 31세에서 35세 전체 인구의 1.3명임을 의

인구 문제의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패턴

미한다.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사이에 출산을 한다.

•0~14세 사이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④ 5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5년마다 인구가 30%씩
줄어든다.
⑤ 이 나라의 사람들은 85세 이상 살지 못한다.

•2018년에는 노년층의 인구가 0~14세 인구보
다 많아지게 됨.

여성(만명) 전체(만명)
1-5세

변화를 예측해 보자.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 15~64세 경제 활동 인

A나라의 현재 인구 분포

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

한다. 따라서 현재 6세는 만 5세를 의미한다.

※ 인구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점차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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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학생들이 문제에서 제시된 5년 후 인구의 변화
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
고 설명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설계
① 대한민국의 인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
무 많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연령층별 인구 분포는 100
세 이상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출산 연령층도 다양한데다가 노인 연령층별로
사망률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인구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는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안내한다.
② 주어진 조건은 문제 상황을 좀 더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여성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된다. 즉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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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Q. 5년 후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시뮬레이션을 설계해 보자.

Q

① 5년 후 0~5세 인구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이 출산하는 아기

5년 후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의 수가 된다. 이때 이 출산율은 31세에서 35세

0 ~ 5세 인구

사이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 수를 포함한 1.3배이
므로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5년 후 0~5세 인구는 1586×1.3÷2=1032

6 ~ 50세 인구

가 된다.
② 6~50세 인구
51세 이상의 인구

5년 뒤 현재 0~5세 인구는 6~10세 인구가 되

문제 해결 과정 설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계하는
것은 마치 건축할 때 도면을

며, 6~10세 인구는 11-15세 인구가 된다. 각 연

면밀하게 그리는 것과 같다.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이고

령층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논리적으로 설계해야 문제
해결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구현해야 할 그래프 화면

01.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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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

인구수(만명)

6-10

2,062

11-15

2,094

16-20

2,106

21-25

2,094

26-30

2,878

31-35

3,150

36-40

3,172

41-45

3,220

46-50

3,242

합계

24,018

③ 51세 이상의 인구
51세 이상의 인구는 5년마다 30%씩 감소한다.
따라서 51세 이상 인구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측
할 수 있다.

[추가 문제] 그렇다면, 5년 후에 A 나라는 고령화 사회인가, 고령 사회인가,
초고령 사회인가?
① 5년 뒤의 전체 인구 수
0~5세 인구수 1032 + 6~50세 인구 수 24,018 + 51세 이상 인구수 10,608 =
35658만명이 된다.
② 5년 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수
3979만 명
③ 전체 인구 수와 노인 인구 비율
3979÷35658=0.1116은 11.16%를 의미하므로 5년 뒤에는 세 가지 중 어디에도

5년 뒤 51~55세는 현재 46~50세 인구의 70%
만이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5년 후 51~55세 인
구는 3220×0.7=2254명이 된다.
연령층

인구수(만명)

51-55

2,254

56-60

2,170

61-65

2,205

66-70

1,554

71-75

1,105

76-80

778

81-85

542

합계

10,608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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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시뮬레이션 도구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사회 현상을

시뮬레이션 구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1. 프로그램 초기화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 기술로 등장하고

//배열과 변수 초기화

있다.

float [] data;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int currentYear=2015;

변수: 변수명을 지정할 때에는
그 변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 실험을 수행할 수

int total = 0;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 설정과 더

//화면 설정

어려울 수 있다.

불어 단기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의사 결정이 가

void setup() {

배열 : 여러 값을 저장하기 위해

size(800, 500);

능해진다.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어느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고 있기

사용하는 방법이다. 배열에는 값이
순서대로 들어간다.

background(0);
frameRate(5);
String [] stuff = loadStrings(“data1.txt”);
data=float(split(stuff [0], ‘,’));
}

Q

1. 화면의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2. 화면의 색상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3. 자료를 가져올 파일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파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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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 동향]

시뮬레이션 구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는 필요한 변수를 초기화하고 배
경이 될 화면을 세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여기서는 여성의 인구를 연령
층별로 다룰 배열이 필요하기 때
문에 배열을 선언하였다.
① 화면의 크기 설정 부분
size(800, 500) : 화면의 왼쪽 위를 기준으로 x축으로 800 픽셀, y축으로 500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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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그리기 함수 설정

그리기 함수 설정

//그리기 함수 설정

그리기 함수는 그래프를 작성할 화면에서 필

void drawGraph(int year) {

요한 제목을 입력하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인
//폰트 불러오기

구수의 분포를 좌우가 균형이 되도록 표현하는

PFont font1 = createFont("NanumGothic", 32);
PFont font2 = createFont("NanumGothic", 10);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구수와 연령대를 표시하

//제목 쓰기

며 연도별 인구수의 합계를 나타내도록 한다.

textFont(font1);
fill(255);
text(

①

);

//인구 수 그래프로 그리기
int j=480;
for (int i=0; i<17; i=i+1) {
stroke(random(0, 255), random(0, 255), random(0, 255));
strokeWeight(13);
strokeCap(PROJECT);
float lineX1 = 400-(data[i]/5);
float lineX2 = 400+(data[i]/5);
line(lineX1, j, lineX2, j);

Q

1. 글꼴의 영문 이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① 글꼴의 영문 이름 확인
폰트 불러오기 설정 부분에서 확인 가능
2. 화면의 왼쪽 위에 ‘인구 변화’라는 글자를 넣기 위해 빈 칸 ①에 어떠한 내용이

NanumGothic

들어가야 하는지 아래에 기록해 보자.

32, 10은 글자 크기 설정
② 인구 변화 입력을 위해 빈칸 ①에 들어가야 하
01.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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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
“인구 변화”, 30, 50
(좌표의 30, 50에 인구 변화 입력)

만큼을 화면으로 잡는다.
② 화면 색상 설정 부분
background(0) : 배경색을 설정하는 명령으로 0은 검은색을 나타낸다.
③ 입력 자료를 가진 파일의 이름과 위치
이름: data1.txt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학생들이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
람이 사용해보도록 한 후 만든 프로그램의 장점
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아
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보
도록 한다.

위치: 프로세싱을 설치할 때 압축을 푼 폴더 내의 data 폴더(프로세싱은 설치 파일
을 실행시킨 후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면
바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느 폴더에 압축을 풀었는가에 따
라서 입력 파일의 위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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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와 연령대 표시하기
textFont(font2);
fill(255);
text(int(data[i])*2+"만명", (lineX1-30), j);
text(((i*5)+1)+"세"+"~"+((i+1)*5)+"세", lineX2, j);
//그래프 y좌표 변경
①
//인구 합계 구하기
total = total + int(data[i]);
}
//연도별 인구 수 합계 표시하기
textFont(font1);
fill(255);
text(year+"년 여성 인구", 550, 50);

① 빈칸 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j=j-25;

text(total+"만명", 600, 100);
total = 0;
}

1-5세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 6-10세로 변화한
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이다.

Q

1. 그래프의 y 좌표가 연령대별로 바뀌기 위해서는 빈 칸 ①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야 하는지 아래에 기록해 보자.

② 수정해야 할 부분
2. 위의 코드대로 입력하면 인구 수와 연령대가 정확한 위치에 표시되지 않는다. 적절

text(int(data[i])*2+"만명", (lineX1-30), j);
text(((i*5)+1)+"세"+"~"+((i+1)*5)+"세",

한 위치에 인구 수와 연령대가 위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아래
에 기록해 보자.

lineX2, j);

108 Ⅳ. 컴퓨팅 기술과 다양한 직업

text(int(data[i])*2+"만명", (lineX1-55),
j+5);
text(((i*5)+1)+"세"+"~"+((i+1)*5)+"세",
lineX2+10, j);

•출산율을 활용하여 새로 태어난
아이 수를 구하기 위해 ①에 삽입

학생들이 직접 수치를 변경해보면서 그래프가 적

해야 하는 코드

절히 표현되도록 안내한다.

data[6]*1.3/2;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된 출산율을
살펴보면 31세~35세 사이의 전체
인구의 1.3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구로만
계산할 때는 1.3명을 2로 나누어 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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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메인 함수 설정

3. 메인 함수 설정

메인 함수는 현재 인구 분포를 그래프를 그리

//메인 함수 설정
void draw() {

고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5년 단위로 인
구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 첫해 자료 그리기 - 그리기 함수 호출
drawGraph(currentYear);

이를 위해서 현재의 자료 분포를 그리고, 마우

// 마우스를 누를때 마다 5년 단위 갱신하기

스를 클릭하면 연도가 5년씩 증가하며, 31~35세

if (mousePressed) {

사이의 여성이 출산하게 되고, 51세 이상의 인구

//연도 증가

는 30%씩 감소하여 기존의 연령대가 다음 연령

currentYear = currentYear+5;

대로 이동하는 과정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출산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이 출산
①

float newbaby =

한 아이는 1~5세의 연령대에 포함하고 이를 바

;

탕으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린다.
//51세 이상은 30%씩 인구 감소
for (int m=16; m>9; m=m-1) {
data[m] = data[m-1]*0.7;
}
// 기존의 연령대가 나이를 먹어서 다음 연령대로 이동
②
//출산한 아이의 수를 1~5세 연령대에 포함
data[0] = newbaby;
//새로운 그래프 그리기
drawGraph(currentYe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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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령대에서 다음 연령대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for문을 돌려 m의

자료값 이동을 위해 ②에 삽입되어야

사이즈를 하나 줄인 후 이를 반복하는

하는 코드

과정을 거치면 연령대가 5년을 단위로
변화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for(int m=10; m>0; m=m-1)
{
data[m]=data[m-1];
}
총 10개의 연령대 중에 가장 마지막 연
령대부터 채운다. 가장 마지막 연령대
를 표현하는 자리에 그 이전(m-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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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
그램을 활용해 보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

Q

하는지 평가해 보도록 한다.

1. 출산율을 활용하여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빈 칸 ①에 어떠한연
산식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래에 기록해 보자.

2. 기존의 연령대에서 다음 연령대로 자료의 값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빈 칸 ②에 어떠

디버깅

한 명령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래에 기록해 보자.

디버깅은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지,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파악하
는 검사 과정이다. 디버깅은 원하는 결과를 출력
하지 못할 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

테스트와 디버깅

문에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패 경험

□ 내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결과를 보여 주었는지 확인해 본다. 다른 사람의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과 나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고, 나의 프로그램에 오류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있는지 다시

으로 흥미를 잃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

한 번 살펴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디버깅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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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013년 노벨 화학상
2013년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분자의
화학 반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세 명의 화학자들에게 돌
아갔다. 이들은 직접 실험을 하지 않아도 고분자의 움직임과 화학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CHARMM’을 개발했다.
분자의 세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원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유용
함을 판단하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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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단원 개관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은 단순히 컴퓨터와 관
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문 사

I 학습 목표 I

1. 과학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회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팅 시스템

2.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을 활용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움직
과학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컴퓨팅 사고력이 이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컴퓨팅을 활용해

임, 사회적 결정의 지표가 되는 다양한 통계 자료

서 다양한 과학적 현상을 분석하여 자연 현상의 원인을 밝히거나 미래를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과학

의 처리 등을 위한 컴퓨팅 기술이 인문 사회 분야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무한히 넓은 우주에 관한 계산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움
직임까지 컴퓨팅 능력은 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1

에서 활용되고 있다.

과학 분야의 직업

과학에서 컴퓨팅을 활용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확인하기 어
려운 부분을 관찰하거나, 위험한 실험을 대신하는 역할을 컴퓨팅이 대신하고 있다. DNA의

중단원 학습 목표

구조를 발견할 때도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였고, 2013년의 노벨 화학상은 분자의 화학 반응
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과학 연구는 컴퓨

•과학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팅을 통해 그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도 방법
•과학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학습자가 스스로 생
각해 보고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컴퓨터 과학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팅
01. 인문사회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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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컴퓨팅 사고력 기법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숙
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 분야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컴퓨팅 시스
템을 활용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해결하는 문

를 들어 산소 분자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이 어떤 구조로 변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제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자 할 경우 9,500여 개의 원자를 가진 헤모글로빈의 움직임은 사람의 능력으로 분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

•과학 분야에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고, 이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 추출하여 분자

는 것이 무조건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

이후 컴퓨팅 기기가 고분자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교화시킨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 분자의 움직임을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13).

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원리의 증명이나
실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
는 방법 중의 하나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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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1) 화학자
화학에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노벨화학상 수상 팀을 들 수 있

1. 유전 공학

다. 이 팀은 플라스틱 공과 막대로 화학 반응을 분석해야 했던 과거의 방법을 개선하여 컴퓨
팅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화학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

유전 공학자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전자를 분

로그램은 사람이 계산하기 어려운 분자 운동의 시뮬레이션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도록 하

석, 복재하거나 재조합하고 세포 융합 등의 기술

여 많은 화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을 통해 생명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역할
을 한다. 이들은 난치병 환자의 치료제를 개발하
거나 불임 치료, 장기 이식 등의 치료를 위한 연
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이나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 의료 기기나
생체 재료 등을 만드는 연구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에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며,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공과 막대를 활용한 화학 반응 분석과 화학 반응 프로그램

유전 조작 과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2) 유전 공학자

예측할 수 있다.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에 컴퓨터 과학의 알고리즘이 활용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사람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2. 물리학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 공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해독 연구과 관련하여 컴퓨팅 시
스템을 활용한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컴퓨팅 시스템이 큰 역할을

물리학에는 전산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전

하게 될 것이다.

산 물리는 제 3의 물리학으로 불리기도 한다. 컴퓨
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험이나 기존의 이론으로
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진
행하기 때문에 실험 물리, 이론 물리와는 다른 제 3
의 접근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새로
운 학문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항공기와 같은 운송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
한 특성의 물질 재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많

유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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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효율적
이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질 재료
의 특성을 제어하고 새로운 특성의 물질 재료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실험 측정 환경과 비슷한 조건의 시스템에서 비교적 양호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해 원자들이 서로 어떻

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이 방법은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결과의 신뢰성을 주지 못

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물질 재료라는 것은 많은 원자와 전자들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다입자 시

반응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전자

스템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데 컴퓨팅 시

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스템을 활용하면 물질계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결정 구조만 알면 경험적 변수

장 간단한 방법은 경험적 포텐셜 방법인데, 이 방

를 사용하지 않는 계산 방법으로 물질 재료의 개발과 성능 개선이 가능해진다.

법은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퍼텐셜의 함수 형

(전산물리-제3의 물리학, 유병덕,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9)

태를 가정하고 실험적으로 측정된 결과에 일치하
도록 그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정해 준다. 또한 원자
백만 개까지의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원자 수준에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널
리 사용된다.

3. 자동차 공학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구매는 자동차의 성능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최고급 승용차에만 프로그램을 삽입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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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학자
토네이도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발달했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상 관측

토네이도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토네이도가 출몰하는 지역에 이를 관찰하
기 위한 장비를 구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강한 소용돌이 때문에 잔해만 남게 되는 경우가

① ALL ACCESS :: Tornado Simulator

많아 토네이도의 중심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토네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기상학자들이 다양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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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전에 토네이도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PbbKimis
② Visualization Of An F3 Tornado Within A
Supercell Thunderstorm Simul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Egum
U0Ns1YI
③ Iowa State University Tornado/Microburst
Simulator Demonstr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xS
FFcxo5bI8

SW

96년에 제작된 영화 트위스터는 토네이도를 보

해 보기

여 주는 대표적인 영화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토
■ 위에서 제시한 직업 외에 과학 분야의 직업에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예시를

네이도로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토네이도를 분석

찾아보자.

하여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영화 상에서는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면서 토네
이도 내부에 계측기를 투입하는 것에 성공하여 토
네이도 내부의 바람의 세기, 기압, 기온 등의 관찰
자료를 컴퓨터로 입력을 받아 분석하는 데 성공한
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네이도가 왜 출몰하는지,
사전에 관측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어를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어 모든 자동차에 코드가 삽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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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4. 섬유·의류

예를 들면, 자동차가 주행 중에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고음을 울려

전기가 통하는 실 또는 전도성 실의 신호 전송속도를 개선한 디지털

주는 프로그램, 비가 오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와이퍼, 경

실이 개발되면서 이 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정보 통신이 가

사로를 내려가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 주는 저속 주행 장치, 앞차와 차

능해졌다. 일반 실과 같은 형태를 띠며 사람의 신체를 조기에 파악할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주는 차간 거리

수 있는 센서를 함께 부착함으로써 의류를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있다.

최근에는 자동 주행 시스템 또한 개발되었지만 전자적인 일시적 오류

전도성 실 혹은 디지털 실과 각종 센서를 연결하고 컴퓨팅 시스템에

로 인한 생명 위협 문제에 대한 안전 확보가 보장되어야 상용화가 가능

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혈압을 체크하거나 체온, 스트레스 정도뿐 아

해진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 Up Display)는 차량 전면부 유리

니라 공기의 환경 오염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생체 신호를 바탕으

에 속도나 방향 등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기

로 응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등을 구현하여 옷에 부착할 수 있다.

술이지만 최근 자동차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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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현상 시뮬레이션

2

생물의 멸종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특정한 과학적 현상이 왜 발생했는
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의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장 큰 육식 동물 포식자들이 심각한 위협에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놓였다. 그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지리적 분포
범위 또한 줄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 생태

SW

해 보기

계에 질병 역학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연구에서 다룬 31종은 들개과, 고양잇과, 족제

■ 다음은 생물의 멸종이 가져다 주는 생태계의 불균형에 관련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인구와 관련된
사회 현상을 분석해 보자.

비과, 곰과, 하이에나과에 속하는 어른 포식자들
로서 15kg 이상이다.
포식자들은 대부분 육식 동물이지만 몇몇은

도도새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위치한 마다가스

잡식성이고 자이언트 판다는 초식성이다. 국제

카르 섬 인근 모리셔스 섬에 서식을 하고 있었다.

자연 보호 연맹은 이 포식자들이 그 지역뿐만 아

도도새의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도도새는 날개

모리셔스 섬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를 이용하여 위험을 피할 필요성이 없어 날개가

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협에 노출된 종으로

퇴화되어 형태만 남았으며 새끼 또한 많이 낳지

분류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동아프

않았다.

리카, 아마존에서 포식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서

되었고, 식량 확보를 위하여 날지 못해 잡기 쉬운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 이 섬에 표류하게
도도새를 무차별적으로 잡다 보니 개체 수가 줄기

유럽과 미국 동부에선 더 이상 이러한 포식자들

시작했다. 도도새의 개체 수 감소로 인해 모리셔
스 섬에 서식하는 칼리바리아 나무까지도 멸종 위

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에 처하게 되었다. 도도새의 배설물이 나무 씨앗의 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의 주 저자이인 윌리엄 리플 오리건주립

나타났다. 이후 칠면조가 이 나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칠면조를 모리셔스 섬에 투
입하게 되어 나무의 멸종은 겨우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대 교수(삼림생태계·사회학)는 “인류가 포식자

이렇게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개입은 개체의 멸종에 이르도록 하기도
한다.

들의 생태학적 영향과 중요성을 이제 막 알아가
고 있는데, 포식자들은 점점 더 사라져 간다”고
말했다.
....
생태학 원론에 따르면 포식자가 몸집이 큰 육
식 동물만을 모두 의미하지 않는다. 동물 플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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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나 식충 식물 등 먹이에 영향을 끼치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자연 생태계의 역할
이 정교해지는 것이다.
생태학은 경쟁 개체군의 밀도를 억제하고

용어 정의

자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포식자 매개 공존

문제 상황에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예로 평균

(predator-mediated coexistence)’이라고 설명한

속도를 설정하는 수학 문제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하는 용어와 평

다. 포식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

균 속도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다.

는 대목이다.

두 수의 평균은 두 수의 합을 2로 나눈 것이지만, 평균 속도는 총거리를 이동 시

인위적 조작과 환경오염으로 자연 생태계에

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평균 속도를 평균이라고 정의 내리면 정확한 결과를

불균형과 불안정이 생겨났다. 생태계가 복원하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서 명확히 해야 할 용어는 무엇이

는 데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지, 포식자들의 생존

있는지 정확히 찾아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위협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가운데 과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인위적 조작과 환경오염이 초래한 생태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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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 단계
문제 인식 단계는 학습자가 놓인 상황에서 학
습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

문제 인식

하게 인식하는 단계이다.

□ 위의 글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교사는 일상 언어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유도한다.
제시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은 개별적
으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내기 위한 활동, 즉
문제의 식별, 문제의 정의, 변인 파악, 가설 설정
등과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문제에 대해 해결 가능
한 여러 가지 단계를 설계할 수 있다.

용어 정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학습 활동의 성
□ 다음은 생물의 멸종에 관련된 정의이다.

격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이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IUCN Red List) - 멸종 위기 등급 표시

파악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 절멸 (Extinct, EX) - 생존하는 개체가 단 하나도 없음(사실상 멸종).

이 좋다.

• 야생 절멸 (Extinct in the Wild, EW) - 준멸종 상태.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호 구역이나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해

동물원 같은 보육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생존하고 있음.
•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CR) - 심각한 멸종 위기종

결해야 할 목표 상태, 명확히 정의 내려야 하는

• 위기 (Endangered, EN) - 멸종 위기종
• 취약 (Vulnerable, VU) - 멸종 위기 가능성이 높음.

용어는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준위협 (Near Threatened, NT) - 멸종 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약간의 관심 및 보호 필요

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불필요한 정보는 무엇

• 관심 대상 (Least Concern, LC) - 별다른 위험 및 이상 없음.
• 정보 부족 (Data Deficient, DD) - 평가 자료 부족

인지 분류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 미평가 (Not Evaluated, NE) - 평가 작업을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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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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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자료의 활용 단계
자료 수집

수집 - 가공 - 분석 - 재표현

□ 세계적으로 멸종된 생물과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자.

과거 사회에서는 자료의 활용을 굳이 컴퓨터
를 사용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대 사회에서는 모든 자료 활용 단계에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활용
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에서 자료의 의미를 제
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능력이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됨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Q. 어디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는가?

Q

1. 어디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는가?

여기서는 코알라 개체수의 변화를 예로 제시한
다. 자료는 생태학자 데이비드 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2. 찾은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2012년 코알라 개체수는 1993년에 비해 75%
나 급감
•1993년 1만 5천 마리
•2012년 500-2000마리
•원인: 호주 전역 광산 개발로 인해 코알라 주요
서식지 유칼립투스 삼림대의 감소, 기후 변화,
가뭄, 질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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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찾은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통계청, 연구
기관들의 자료들은 신뢰도가 높다. 이에 반해 개
인의 블로그나 지식 공유 사이트의 경우는 개인
의 생각인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지도 자료
코알라 개체수 변화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15,000

15,000

2,000

2,000

1993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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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자료의 표현
자료 표현

자료의 표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 생물의 멸종 상황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를 표현해 보자.

시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표나 차트, 그래프
를 활용해 본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료를 표현
하는 방식은 남들과 차별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나타내는 방법 또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코알라의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증감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시각화를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보다 역동적인 변화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표나 차트,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단원 1의 인문 사회 분야의 문제인 인구수의 증
감과 관련되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어떠한 시각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자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가?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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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개체수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도

1993

…

…

2012

개체수

15,000

…

…

2,000

표를 통해서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체수가 얼마나 감
소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왼쪽 그래프처럼 시각적 도구들을 사용한다.
표로 제시된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퓨팅 도구는 스프레
드시트이며, 스프레드시트로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대단원 지도서의 92페이
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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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패턴 인식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입력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 위에서 제작한 그림이나 차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자.

부류로 분류(classification)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기 예보를 패턴 인식 문제로 다룰 수 있는데,
인식 시스템은 입력으로 받아들인 기상도에서 중
요한 특징을 추출하여 기상도를 해석한 다음, 추
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일기 예보를 하게 된다.
의료 진단 역시 패턴 인식 문제로 다룰 수 있
다. 환자의 증상이 인식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 역
할을 하는데, 이때 인식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
인 증상을 분석하여 질병을 구별해 낸다. 문자 인
식(character recognition) 시스템은 광학 신호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들여 그 문자의 이름을 식별
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이다. 음성 인식(speech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recognition) 시스템에서는 입력 데이터로 받아
들인 음향의 파형에 바탕을 두고 발음된 단어의
이름을 식별해낸다.

음성 인식 매커니즘

11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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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매칭

기상 패턴 인식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
해 기단 모두 고기압의 세력

5Km 상공 영하 5도 이하
차고 건조한 공기 접근

을 확장하게 되면 장마 전선
이 생기고 집중호우가 내리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면 그 파형
을 분석하여 0과 1로 이루어진 2진수로 변환하게
된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2진수가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음성 패턴을 분석하여 컴퓨팅 기기의
화면에 패턴에 맞는 단어를 출력하게 된다.

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과
관련 자료들의 축적은 기단
의 세력 변화를 살펴보고 언

하중 따뜻하고 습한 공기 유입

북태평양 고기압

제 장마가 오는지 그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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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시뮬레이션을 위한 조건

시뮬레이션 설계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
□ 시뮬레이션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여 앞으로를 예측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

는 패턴을 찾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초파리

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은 너무 많은 양의 자료가 주어져 사람
의 사고만으로 해결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너무 복잡해서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할 수 있도

의 삶의 주기, 먹이 먹는 시기, 먹는 양이나 바나

록 돕는다.

나가 성장하는 기간, 바나나 생산량 등은 문제를
□ 시뮬레이션의 간단한 사례로 생태계에서 새로운 개체의 유입이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지를 예측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학생

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해 보자.

들이 주어진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

생물의 개체 수 변화 시뮬레이션

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부여

•초파리 개체의 유입이 바나나 수에 미치는 영향, 초파리 개체 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보자.

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 응답을 통

바나나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 무인도가 있다. 바나나는 다 익으
면 땅에 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바나나를 먹는 초파리 암수 5쌍이 이 섬에 나타났다. 무인도
에서의 환경 조건이 다음과 같다면 초파리의 수는 어떻게 변하게 될
까?

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건 분석
주어진 조건들을 표를 그려 나타내어 보면 패

<조건>

턴을 분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조건을 하나씩 표

1. 초파리는 태어나면 일주일을 산다.

에 나타내어보도록 하자.

2. 초파리는 땅에 떨어진 바나나만을 먹는다.
3. 초파리는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에 암수 한 쌍이 암수 5쌍의 알을 낳고 이 알은
하루가 지난 후 초파리가 된다.

① 태어나면 일주일을 산다.

4. 초파리는 태어난 날부터 바나나를 먹는다.

→ 1일에 나타난 초파리는 7일 후인 8일이 되는

5. 초파리는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에 바나나를 먹고 죽는다.
6. 초파리 1,000마리가 1개의 바나나를 먹는다.

날 죽는다는 것을 의미

7. 초파리는 바나나를 먹지 못하면 다음날 굶어 죽는다.
8. 바나나 나무에서는 항상 25개의 바나나를 한 송이로 하는 열매를 맺는다.

→ 새끼로 태어났던 초파리들은 8일, 12일에 죽

9. 바나나는 초파리가 섬에 도착한 날 한 송이가 떨어졌고, 3일마다 한 번씩 한 송이가

으므로 4n째 되는 날(단, n>1) 죽게 됨을 의미

떨어진다.

② 초파리는 땅에 떨어진 바나나만을 먹는다.
→ 나무에 매달린 바나나는 먹지 않는다는 것을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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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지도 자료
시뮬레이션

운데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모의 실험은 컴퓨터에 실제의 환경과 거의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프

행하는 모의 실험을 뜻한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할

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자료를 주어 실행시키는 것으로 실제 실험과

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모의 실험은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질 수

인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
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있고 그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
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
가 등을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개발된 방법 가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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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어난지 4일째 되는 날에 암수 한 쌍이 암수
5쌍의 알을 낳고 알은 하루가 지난 후 초파리가
된다.

□ 시뮬레이션을 설계해 보자.

→ 4n일이 되는 날 알을 낳으며 새끼로 태어나는

Q

초파리들은 5일, 9일, 13일에 태어나므로 4n+1일

1. 초파리의 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1일

에 태어남.

2일

3일

10마리

④ 초파리는 태어난 날부터 바나나를 먹는다. 그
리고 초파리는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에 바나나

2. 바나나의 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를 먹고 죽는다.
→ 하루도 빠짐없이 바나나를 먹음.
⑤ 초파리 1,000마리가 1개의 바나나를 먹는다.
→ 초파리 한 마리가 먹는 바나나의 양은 하루에
1/1000개라는 것을 의미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화면에 나타내어야 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한 화면에 요소들
을 어떻게 배치할지 구성해 보자.

⑥ 초파리는 바나나를 먹지 못하면 다음 날 굶어
죽는다.
→ 바나나가 멸종된 경우 초파리도 멸종됨.
⑦ 바나나 나무에서는 항상 25개의 바나나를 한
송이로 하는 열매를 맺는다.
→ 바나나 송이마다 서로 다른 개수를 갖는 실제
상황은 문제 해결에 어려운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바
나나 한 송이에 25개의 바나나를 가진다는 제약
조건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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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바나나는 초파리가 섬에 도착한 날 한 송이가
떨어졌고 3일마다 한 번씩 한 송이가 떨어진다.
→ 바나나가 떨어지는 시점, 바나나가 떨어지는
날짜는 초파리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1일날 바나나가 25개, 4일에 25개, 7일에 25개
가 떨어짐. 따라서 3n+1일에 바나나가 증가함.
→ 감소하는 양은 날짜마다의 초파리 수에 따라
달라짐.

초파리와 바나나의 증강 패턴 분석
초파리와 바나나의 증감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면 편
리하다.
주어진 조건을 따져 보면 날짜 변화에 따른 초파리와 바나나의 증감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증감량을 분석하면 어떤 패턴으로 양이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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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무대 설정 표현의 예
□ 프로그램의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지 요소별로 작성해 보자.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학생별로 다양하
게 표현될 수 있으며 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

요소가 수행해야 하는 동작

예) 바나나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와 수행하는 동작(예)
화면에 나타
나는 요소

요소가 수행해야 하는 동작
바나나 개수가 변화하는 것
을 보여 주는 변수를 바나
나 변수로 설정하고 변수는

예) 바나나

화면에 표시되도록, 화면에
는 단순히 바나나 나무가
보이도록 할 것임. 바나나
나무는 어떤 동작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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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
도 한다. 이 과정은 초파리
변수 3개,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초파리
<변수명>

초파리 1

초파리

초파리 1

초파리 2

초파리 1

초파리 1

초파리

1, 초파리 2, 총초파리 수를
나타내는 초파리 변수를 사

초파리 2

용하여 나타냄.
1
초

증

파

감

리

2

3

4

증

나

감

나

총

6

7

8

50

9

25

45

10

11

12

250
-10

10

바

5

60

50

25

25

-0.1

-0.6

24.99

49.93

13

화면에는 초초파리 변수에

14

따라 총초파리 수의 증감을

1250

나타냄.

-50
300

250 1500

날짜를 화면에 나타내기 위
한 특정 이미지는 없음. 다
날짜

만 화면에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
에 날짜 변수는 화면에 표
시하는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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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정 내용을 담아두기 위
해서 만드는 공간이다. 날짜 변수의 경우는 1, 2,
3, 4... 등 변화하는 숫자를 담아두게 되며 바나나

시뮬레이션 구현
변수의 설정

변수는 3일에 한 번씩 떨어지는 바나나 수를 누적

<변수>

하여 담아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파리: 초파리 총 마리 수를 저장하는 임시 장소로서의 변수
초파리 1: 홀수 번째 태어난 초파리 수

학생들은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초파리 2: 짝수 번째 태어난 초파리 수
바나나: 바나나 개수 변화를 기억하기 위한 변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날짜: 날짜가 흘러가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

여기서는 날짜 변수, 바나나 변수, 초파리를 세
는 변수가 필요하다. 초파리의 경우는 태어나고
죽는 사이클이 1주일인데 1주일 내에 새로 태어
나는 초파리가 있기 때문에 초파리 총마리수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이 빠르고

계산하는 데 적어도 2개의 변수가 필요하며 총마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리수를 담아두는 변수까지 합해서 모두 3개의 변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며 자동화이다.

수는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설정할
때에는 변수의 초깃값을 함께 설정하게 된다. 날

날짜의 변화 설정

짜는 1일부터 시작하므로 1이라는 값을 입력하
며, 초파리 1은 1일날 생겨난 초파리 10마리를 계

변수를 빼놓지
말고 생각하자.

산하기 때문에 10, 초파리 2는 초파리 1로부터 태
어나게 되는 초파리 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0값
을 설정한다. 그리고 초파리 변수는 총초파리의
변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1일날 초파리는 10마리
밖에 없으므로 10이라고 설정한다. 그리고 바나
나는 첫째 날 25개가 바닥에 떨어지므로 25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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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깃값이 된다.

날짜 변화 설정
코드를 보면 날짜를 계속 변화하는데 3초를 기다린 후에 날짜를 1만큼 변화시
킨다. 이는 컴퓨터는 명령어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가는 것
을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3초를 기다리라고 했
으나 좀 더 빠르게 관찰하려면 1초라고 입력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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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초파리 수의 변화 코드
초파리 수의 변화
문제 분해: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① 0.2초를 기다리는 이유는 날짜가 변화한 후에

요소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꺼번에
생각하기보다 작은 요소들로 나누어 각

초파리 수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요소별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 바나나 수의 변화를 설정할 때에도 0.1초를 기
다리는 것과 같다.
② 조건에 따르면 날짜가 7일이 넘어간 다음 날인
8의 배수일 때에는 초파리가 죽기 때문에 초파리
총수를 기록해 두는 초파리 변수에 초파리 총수
(초파리 변수)-죽게 되는 초파리 수(초파리 1)를
계산하여 설정한다.
③ 그리고 날짜를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날은 초
파리가 태어나게 되므로 초파리 1 변수에 태어나

바나나 수의 변화

는 초파리 수(초파리/2*10)를 입력해 두고, 초파
리 총수(초파리 변수)를 이전 초파리 전체 수(초
여기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은 스크래치인데
블록 완구처럼 코드 블록을 연결시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도구이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스크래치(http://
scratch.mit.edu)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파리 변수)에 태어난 초파리 수(초파리 1변수 값)
를 더해 입력한다.
④ 날짜를 8로 나눈 나머지가 4인 날에는 짝수 번
째 태어난 초파리가 죽는다. 따라서 초파리 총수
(초파리 변수)를 초파리 총수(초파리 변수)에서
짝수 번째 태어난 초파리(초파리 2) 수를 뺀 결과
를 삽입한다.

02. 과학 분야에서의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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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날짜를 8로 나눈 나머지가 5인 날에는 짝수 번
째로 태어나는 초파리가 더해진다. 따라서 짝수
번째 태어나는 초파리 수(초파리2 변수)를 암컷
초파리(전체 초파리/2)가 낳는 초파리 수(전체 초

바나나 수의 변화
① 바나나 수가 하나도 없다면 초파리 개체가 모두 죽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의 동
작을 멈춘다.

파리/2*10)로 설정하고 전체 초파리 수(초파리 변
수)를 이전 초파리 전체 수(초파리 변수)에 짝수
번째 태어난 초파리 수(초파리 2변수)를 더해 입
력한다.

② 바나나가 떨어지는 날이 되면 바나나 수를 25개를 추가하고 초파리가 먹은 수
를 초파리*1/1000*-1(초파리 한 마리당 1/1000개씩 먹음, 01은 총바나나 수에서
초파리가 먹는 양을 빼주기 위한 음수로 변환하는 과정임)을 연산하도록 함으로
써 총바나나 개수를 변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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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는 교수자가 사용해 본 후
학생들 상호 간에도 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한

테스트와 디버깅

다. 학생 간에 암호화와 복호화를 해보고 프로그

□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결과를 보여 주었는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오류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있었는가?

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암호문을 쉽게 해
독할 수 있는지 등을 서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테스트와 디버깅: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해
보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디버깅

수정함으로써 만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

디버그 (debug), 디버깅 (debugging) 혹은 수정
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확성이나 논리적인 오류
(버그)를 찾아내는 테스트 과정을 뜻한다. 디버깅

결과의 해석

과정은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초파리 개체 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보자.

을 때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
이 프로그래밍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실패 경험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차분히 디버깅 과
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버그(bug)의 유래
버그(bug)는 벌레라는 일반 명사지만, 엔지니
어링 쪽에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오동
작을 일으키는 논리적 실수나 잘못을 버그라고
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란 인간의 생각을 기
계적인 생각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과 기계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
니,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실수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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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이러한 실수들이 소프트웨어의 오동작
을 일으키는 버그가 된다. 1946년 하버드의 컴퓨
터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MarkII와
MarkIII에 생긴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다. 추적 결
과 나방으로 추정되는 벌레가 컴퓨터 내부에 끼
어들어서 생긴 합선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과의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도
록 한다.

나방이 제거된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되었다.

바나나 공급이 충분할 때에는 초파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

이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나 초파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바나나 수는

버그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일상적으로 사용

점차 감소하게 되며 바나나가 사라지면 이를 먹고사는 초파리도 죽게 되어 멸종된

되게 되었다.

다. 그렇다면, 초파리를 먹는 새로운 개체가 등장하는 경우 바나나도 지속적으로
생산되며 초파리 수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초파리를 먹는 새로운 개체
도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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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석과 결론 도출
자료 해석은 관찰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여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을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학습 정리

러므로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는 관찰 분류 측정 능력을 지니고 탐구 활동을

1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

컴퓨팅 기술은 컴퓨터 과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복잡한 문제나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문에 자료 해석 기능은 고차원적 탐구 기능에 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함된다.

사회 분야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주식 전문가, 역사학자 등이 있다. 이들

결론 도출이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3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하여 실

과학 분야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직업은 화학자, 유전 공학자, 기상학자 등이 있다. 이들은

험 결과를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하여 문제에 대

과학적 현상을 분석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컴퓨팅 시스

한 해답을 얻거나 잠정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

템을 활용하며, 또한 과학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최종적인 과
정을 말한다.

학습 정리

125

심화 문제
만약 초파리가 급증하는 순간에 외부에서 초파리를 잡아먹는 개구리 한 쌍이
등장한다고 가정해 보는 문제를 제시하고 각 개체수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해보자.
개구리가 언제 알을 낳고, 부화는 언제하는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알을 낳는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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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스크래치 기본 인터페이스 소개
스크래치 웹사이트에서 가장 위쪽의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스크래치 개발환경은 무대, 스프라이트 목록,

배경, 스프라이트 영역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대는 실제로 스프라이트를 배치하고 동작시키는 공간이고, 스프라이트 목록에는 해
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스프라이트들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배경 영역은 무대의 배경을 관리하고, 스크립트 영역에서는 원하는 블록을 선
택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모양 탭에서는 선택한 스크립트의 모양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소리 탭에서는 스크립트에 포함된 소리를
조정할 수 있다.

메뉴 바

무대

배경 영역

스프라이트 목록

스프라이트 영역

1) 메뉴 바(menu bar)
메뉴 바는 주소 표시줄 아래 실제 작업하는 무대 위쪽에 위치한다. 메뉴 바에 있는 메뉴들은 새로운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컴퓨터로 저
장하고, 컴퓨터에서 업로드하게 해준다. 또한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언어를 변경하고, 무대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며 도움말을 표시해준다.
2) 무대(stage)
무대는 편집 화면 왼쪽 위에 위치하는 영역으로 스프라이트가 다른 스프라이트나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기본적으로 무대는
폭이 480, 높이가 360인 사각형이며,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무대 중앙의 좌표가 (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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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backdrop)
배경은 스프라이트들 중 가장 뒤쪽에 위치하는 스프라이트를 말한다. 배경 영역에서는 배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져올 수
있다.
4) 스프라이트 목록
스프라이트 목록은 현재 프로젝트에 포함된 스프라이트의 목록과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게 되면 스프라이트 목록
에 스프라이트가 표시되며,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야 스프라이트의 내용과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5) 스프라이트 영역
스프라이트 영역은 스프라이트의 프로그래밍 블록, 모양, 소리를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 부분의 사용 방법을 충실
히 익힌다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스프라이트 영역 위쪽의 탭을 누르면 각각 스크립트, 모양, 소리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립트

모양

소리

•스크립트 탭
스프라이트에 프로그래밍 블록을 추가하여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곳이다. 프로그래밍 블록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10개의 팔레트로 구
분된다. 각각의 팔레트는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되며, 선택된 팔레트는 진한 색상으로 변한다. 각 팔레트를 선택하면 해당 팔레트에 포함된 블록들
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모양 탭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그림판 탭을 누르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림판 형태의 환경이 나타난다. 다양한 그림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스프라이트를 꾸밀 수 있다.
•소리 탭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소리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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