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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는등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우리 사용자 자신의 문제

로 여기면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정보 보호 교육은 관련 개념을 익히는 정도에 

그칠뿐 실생활에서 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수있는 원리학습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정보 보호(Privacy), 정보보호교육(Information Security Training)

I. 서론

국내·외 주요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에 이어 국외 유명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트위터 등의 사이트가 

DDoS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국내의 경우에는 8.15 광
복절을 맞아 한일 네티즌간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이 발생하여 간헐적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2009년 

8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처리한 해킹사고는 2,704건으

로 전월(2,200건)에 비하여 22.9% 증가하였다. 해킹사고를 피해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 기업, 대학, 비영리의 순으로 나타났

다.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4.8%로 나타났다. 
개인의 피해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지능화되어가는 정보화

의 역기능에 개인사용자들은 보안패치 설치등 자율적인 예방 노력 

및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p2p방식을 이용하여 빈번

하게 정보 공유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치하라는 소프트웨어마다 

무조건 설치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이는 정보 보호 교육이 미흡한 결과

일것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정보보호 교육 교과서는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점과 개념만 나열되어있고, 교사의 재량으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보호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보호 교육의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에서는 생활의 변화와 인터넷의 활용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에서는 5개 부분으로 단원이 

나뉘어 있으며 그중 1단원이 ‘컴퓨터와 정보 처리’로 구성되어있

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에서도 5단원중 1단원이 ‘컴퓨터와 생

활’이라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기능

적인 내용에 반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윤리’라 하여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결
국 컴퓨터 보안교육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은 셈이다.

1.2 국외 동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IT활용 능력 목표를 설정하였다[1]. 미국의 컴퓨터 

교육은 윤리교육과 기능교육이 병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6년

때는 보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1~중3학년에서는 그동안 학습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하고 있어 중1부터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실

시하는 우리나라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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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론

1. 중학교 정보 과목 교과서 정보 보호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컴퓨터 테마 

학습 단원중 다섯 번째 인터넷 활용과 컴퓨터 바이러스 세계에서

는 한 장으로 간단하게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바이러스 예방방법

이 설명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중학교 ‘정보1’교과서의 

‘개인정보 보호’단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기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중학교 ‘정보2’ 교
과서의 ‘정보 보호 기술과 지적 재산권’단원에서는 정보보호에 사

용되는 기술이 종류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의미

와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2. 중학교 정보 과목 교과서의 정보 보호 원리학습의  새로운 

모형

2.1 정보 보호의 의미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스템/네트워크화(클라우딩컴퓨터)
될것이며 안정적인 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보 보호(보안)는 필수 불

가결한 요소임을 숙지시킨다.

2.2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프로토콜의 필요성과 프로토콜의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한다. 

2.3 네트워크 보호

방화벽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고 네트워크에서 방화벽의 위치

와 구조를 이해시킨다. 방화벽 설치를 직접 실습해본다. 설치 실습

후 패킷 필터링 규칙을 설정후 패킷 필터링을 해본다.

2.4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

화 기술을 설명한다. 간단하게 암호화 실습도 해본다.

3. 개인정보 보호 설문지

군산시내의 중학교 한학급을 대상으로 본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모

형대로 정보 교육을 실시후 표1과 같은 설문지로 설문을 하였다.

항 목 O X

1.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2.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로드시 
바이러스 체크를 한다.

3. 중요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한다.

4.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꾼다.

5. 방화벽 설치를 할줄 안다.

표 1.  개인정보 보호 의식 설문지

Table 1. Privacy awareness questionnaire

IV. 결 론

군산시내 중학교 한학급을 대상으로 본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모

형대로 정보 교육을 실시한후, 표1과 같은 설문지로 설문을  한결

과 하기전에는 반평균 47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모형을 학습

한 후의 반평균점수는 75점으로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에

서의 정보 보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습모형을 제시하여, 
중학교에서 정보 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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