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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늘날 행 ,  등  상 업 가 보시스템  운 고, 가‧공공‧민간  등  상  다양

한 사  침해가 생 에 라 술  보안 책뿐만 아니라 보보   에 한 사  수 가 가하

고 다. 에 에 는 보보  우수 재  에 하여 보보  과 리 식  겸비한  

 양 하고  2014 에  4개 학에 보보 재 원  치하 다. 그러나 미 랫동안 운 어 많  

연 가 루어진 수학 재나 과학 재 원에 비해  운 단계  보보 재 원  아직 지 체계  

나 연 가 미비한 실 다. 본 에 는  4 역 보보 재 원   운 , ,  3 야  나

눠 하여 재 운 체계  한  도 하고  토  향후 보보 재 원  과  운   

양  한 실질  프 그램  할 수 도  개 안  안한다.

주 어 : 보보 재 원, 보 재, 재 , 보보 , 보 리

Abstract  Today, as a daily routine such as administration/finance is operated under information system and 

various cyber crime against nationa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happen, demand for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is increasing. Hence, Ministry of Education has formed an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for the Gifted to early discover talen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and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with specialty and ethics in 4 universities of country in 2014. But the nascent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for the Gifted lack  systematic analyses compared to Institute of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for the Gifted that has existed from a long time ago.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tate of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for the Gifted in three parts: operation, selection, 

education and suggest an improvement to build a practical program for effective operations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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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교육·행정, 융거래, 통신 등의 일상 업무가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운 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따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이 증가하고 있다[1]. ‘14년 통신사‧

카드사의 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 ‘13년 3.20, 6.25 사이

버테러 등 국가‧공공‧민간기 등을 상으로 다양한 사

이버 침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보보호 문 인력에 한

사회 수요가 증가하 다[2,3,4].

그러나 정보보호 특화 재교육 기 이 고 등단

계 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 체제가 미비함에 따라 ‘13년

7월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종합 책」1)을 수

립‧발표하 고 지리 근성을 고려하여 국 4개 권역

의 학부설로 정보보호 재교육원을 설치하 다. 권역

별 포함지역은 다음과 같다[5].

‧ 제1권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제2권역 : 충북, 충남, , 세종

‧ 제3권역 : 경북, 경남, 구, 울산, 부산

‧ 제4권역 : 북, 남, 주

※ 제주지역은 모든 권역 지원가능

정보보호 재교육원은 ‘정보보호에 꿈과 재능이 뛰어

난 ‧고등학생을 상으로 정보보호 련 문교육과

정보윤리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겸비한정보보호 우수

인재로 발굴‧양성’이라는 목 아래 2014년에 처음 설립

되었다[5]. 그 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 되어 온 수학

재나 과학 재교육원에 비해 아직까지 체계 인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보보호 재교육원이 장기 으로

양질의 정보보호 문 인력을 양성하기 해서는 재

운 되고 있는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운 황을 분석

하여 부족한 을 도출하고 향후 정보보호 재교육원이

효과 인 운 인력양성을 한실질 인 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2 에서 국

1) 가사 안보 합 책 :  사  (5,000 )

 ‧양 하  한  진과  보보 재

원 립, BK 21 플러스 사업 등 고  양  프 그

램 진, 마 스터고 보보안 학과 신 , 보통신 리

식 고  포함하고 다.

4권역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황을 운 , 선발, 교육 3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제 3 에서는 재 운 로그램

의 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 제4 에서

는 더 나은 운 을 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제 5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

2. 보보 재 원 운

2.1 보보 재 원 운

2.1.1 립목   치 근거

정보보호 재교육원은 정보보호 분야의 진출을 꿈꾸

며 재능을 개발하기 원하는 모든 ‧고등학생을 상으

로 문교육과 정보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문성과 윤

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한 목

으로 재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8조 ( 재교육원의 설치‧운 ), 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재교육원의 설치)에 의거하여 교육부

에 의해 설립되었다[6,7].

2.1.2 간  수료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학기 주말

교육과방학 집 교육을 통해 연간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기 주말교육은 하루 5~6시간씩

격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방학 집 교육은 기숙사 합

숙을 통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에는 일반 정보보호 련 이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한 윤리/인성교육과 문지

식 경험제공을 한 정보보호 련 연구소 보안

문 업체견학이 포함되어있다. 그외 로젝트발표, 정보

보안 경진 회와 같은 다양한 로그램이 각 재교육원

별로 실시되고 있다.

체 수업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 교육원 수료가

가능하고 수료사정에 한 정보는 각 학생의 학교로 송

부된다.

2.1.3  편

교육과정은 등부(기 , 심화) 3개반, 고등부(기 ‧

심화반, 문Ⅰ, 문Ⅱ) 3개반으로 편성되어 운 되고

각 반은 소수 정원(15명)으로 총 90명의 학생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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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

등과정 45명, 고등과정 45명 정원 내에서 반의 수와

반별 정원은 교육원별로 유동 으로 변경할 수 있다.

를 들어 1지망 지원인원이 미달된 경우 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반별 총원 20명 이내에서 타

학 에 5명까지 추가 배정가능하다[7].

2.2 보보 재 원 생 

2.2.1 생 야  원

2016학년도 정보보호 재교육원 선발분야 정원은

각 권역 정보보호 재교육원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 정원은 <Table 1>과 같다[8,9,10,11].

모든 권역은 형 구분없이 각 반별 정원의 10%이내

사회통합 상자 (구 재교육 소외자)를 우선선발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은 선정심사 원회의 심의를거쳐 월

반을 허용하고 있다.

Classification 1 Area 2 Area 3 Area 4 Area

Secondary basic 30 30 30 30

secondary intensive 15 15 15 15

High basic‧intensive 15 30 15 15

High professionalⅠ 15 - 15 15

High professionalⅡ 15 15 15 15

Total 90 90 90 90

<Table 1> 2016 selection field and capacity of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for the Gifted
(Unit : person)

2.2.2 생 과   내용

교육생 선발과정은 서류 형, 면 형, 선정심사 원

회 심의를 통한 최종선발로 총 3단계의 다단계 선발 차

를 이용하고 있다.

서류 형에서는 정보보호 분야의 꿈과 재능, 미래의

정보보호 우수인재로서의 학습능력, 끼, 재교육 합

성, 발 가능성 등에 한 심사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

서(담임교수 추천서), 포트폴리오를 심으로 실시한다.

서류 형에서는 선발인원의 1.5배인 135명을 선발하게

된다.

면 형은 입학사정 담당교수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제출서류에 한 사실을 확인하며정보보호 분야에

한 심도와 미래 화이트해커로서의 인성, 학습의지,

발 가능성을 심으로 심사한다.

면 형을 통해 선발된 90명의 학생들은 선정심사

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이 된다.

2.3 보보 재 원 내용

교육부에서는 4개 권역에서 개발한 기 별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2015년 9월에 정보보호 재교육원 공통교육

과정을 안내하 고 역, 과목명, 세부내용, 최소 이수시

간 등을 수하여 2016년부터 반 하도록 하 다.

교육 역은 정보보호 이론, 정보보호 실습 장체

험, 정보보호 성으로 이 져 있고 각 교육과정별 학생

들의 수 에 따라 최소 이수시간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

나 고등 문반의 경우에는 각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특

징 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활동, 정보윤리/

인성 진로탐색 교육을 제외하고는 공통교육과정을 정

하지 않아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2.3.1 보보  

이론 역은 정보보호 재교육을 받기 해 가장 기본

이 되는 IT 정보보호 기 교육을 뜻하며 세부내용으

로는 ‘컴퓨터의 구성요소와 동작 원리, IP설정, 정보보안

의 기본 개념 공격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2.3.2 보보  실습  체험

정보보호 실습에는 암호학,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

안 교육이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효과 증 를 하여 이

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암호학은 ‘암호의 개념, 기 암호 알고리즘’과 같은

기 인 내용부터 ‘ 암호의 이해, 암호 해독법, 암호

활용방법’ 과 같이 실질 으로 암호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있는내용까지각교육과정의수 에맞게교육되고있다.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은 기 인 ‘구조 리법’

뿐만 아니라 ‘공격 방어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법과 그에 맞는 방

어기법을 직 실습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학생들이 일반교육과정으로 배울 수 없는 부

분을 교육하기 해 정보보호 재교육원에서는 모의해

킹 공격 방어, 로젝트, 장탐방과 같은 참여활동을

최소 10시간 실시한다.

모의해킹 공격 방어는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을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정보보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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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고취 학습의욕 향상을목 으로 한다. 각 권역별 ‘모

의해킹/방어 회’ 이외에도 4권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보보안 경진 회’가 있다.

로젝트는 학생들의 책임감 자율성을 진하며

교육과정별 력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친 도 학업성

취도를 악하는 데에 목 이 있으며 2015학년도에는

로젝트 우수 발표자를 상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동계

학술 회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12].

장학습은 각 재교육원의 지리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련 연구소 학, 보안 문 업체를 방문하

여 학생들이 실제 정보보호 련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다.

2.3.3 보보   

정보보호 성 교육과정에는 윤리/인성, 진로탐색이

있다. 정보윤리/인성교육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화이트해

커 양성’이라는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목 아래 학생들

이 미래에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리체계의 수 을 높

이는데 도움이 되는 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13]. 최근 발생한 고교생 해커와 같이 무지로 인한

사이버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리더십을 주제로 다양한 특강 는 이로

최소 1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14].

진로탐색은 학생들이 정보보호 련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보호 련 직업군 소개와 학습방법에 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향상시키고자 최소 4시

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3. 운 체계 

3.1 과   원 편  

3.1.1 원 지원 시 2지망 

2015학년도 모든 정보보호 재교육원은 학생들이 지

원할 때 교육과정을 2지망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정원미

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지망으로 1차 선발을 한 후

에 인원이 부족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2지망을 기 으로

선발을 진행하 는데 인원이 미달되는 교육과정이 등

심화나 고등 문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문제 이 발

생한다.

고등부를 고등기 ‧심화, 고등 문Ⅰ, 고등 문Ⅱ로 3

반을 운 할 때 고등 문Ⅰ,Ⅱ반의 지원인원이 선발인원

보다 다면 고등기 ‧심화반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

2지망을 문반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문반으로 선

발될 것이다. 우선 선발된 고등기 ‧심화 지원자들을 고

등기 ‧심화반의 교육을받지만 그 후에 2지망으로 추가

선발된 학생들은 문반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문반 내 큰 수 차이 발생하여 강사들의 난이도 결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고등 문반으로 선발되어진 고등

기 ‧심화 지원학생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느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원미달의 문

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 정원을 편

성할 것인가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3.1.2 과 별 월  허용

정보보호 재교육원이 설립된 지 3차년도가 되면서

같은 교육과정을 재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를 들어 2014년에 등기 수업을 이수한 학교 1학

년 학생이 2015년에 등심화 수업을 들었다면 이 학생

은 2016년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반을 지원할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에 수료한 등기 반 는 등

심화반에 재지원해야 한다. 이에 정보보호 재교육원에

서는 2016년부터 ‘월반’을 허용하 다.

그러나 월반에 한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서 교육생 선발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월반에 한 정확한 지원 자격과 선발기 이 필요

하다.

3.2 보보 재 원  보 책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재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Table 2>참조) 정보 련 재교육원은 수학 재, 과

학 재에 비해 그 수가 다는 것을 볼 수 있다[15].

Program branch (%)

Mathematics/ science 81.2

Art 4.2

Invention 4.0

Humanity 3.5

Information science 2.9

Foreign language 2.3

etc 1.9

<Table 2> Program on Institute and class of 

education for the G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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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2015학년도 입학 경쟁

률과 타 수학, 과학 재교육원의 입학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타 재교육원에 비해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지원

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보보호 재교

육원에 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수학, 과학 재교

육원보다 상 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다[16].

그 기 때문에 일반 수학, 과학 재교육원의 홍보방

식처럼 모집기간에만 모집일정에 해 홍보를한다면 이

미 정보보호 재교육원을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

보호 재교육원의 모집공고에 많은 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추가 으로 2016학년도에 타 재교육원은 년도 11

월∼12월 사이에 모집을 시작하 지만 정보보호 재교

육원은 해당년도 3월에 모집을 시작하 다. 타 재교육

원의 모집기간이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모집기간보다

앞서있어 부분의 학생들은 타 재교육원에지원을 하

게 된다. 그러나 재교육원 간의 이 지원이 불가능하

여 타 재교육원에 선발된 학생들은 정보보호 재교육

원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

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타 재교육원과는 다른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특징에 맞는 홍보정책을 찾아 효율 인 홍보가 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3.3 보보 재 원 지원 격

재교육이 효과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역량을 확인하고 그에맞는 교육과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16학년도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형별 지

원 자격을 살펴보면 ‘ 등기 수 의 지식’, ‘컴퓨터와

시스템에 한 기본지식’과 같이 추상 인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정에지원할지 단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Table 3>참조).

를 들어 재교육원에서 생각한 등심화 수 의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단하여 등기 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등기 반 내

에 등기 수 의 학생과 등심화 수 의 학생이 공

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반 내에서 학생들의 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수업진도가 제 로 이루어지지못하게 된

다. 수업의 난이도에 해 불만을 가지고 이수를포기

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

반 로 등기 수 의 지식을 가진 학생이 자신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한기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하여 등심화에 지원한다면 그 학생은 잘못된 교육

과정 선택으로인해 제 로 된기회도얻지 못하고 타

등심화 지원 학생들과의 역량차이로 인해 선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해서는 학생들이 자

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Classification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Secondary basic

-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deemed

to have a dream and talents in Information

Security

secondary

intensive

- A knowledge holder of ‘secondary basic’ level

- Graduate of’ Secondary basic’ in 2015

- A basic knowledge holder of Computer and

Network

High

basic ‧intensive

-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deemed to

have a dream and talents in Information

Security

High

professionalⅠ

- A knowledge holder of ‘High basic‧intensive’ level

- A basic knowledge holder of Network

- A basic knowledge holder of Network and

Programming

High

professionalⅡ

- A knowledge holder of ‘High basic‧intensive’ level

- Graduate of ‘High basic‧intensive’ in 2015

- A basic knowledge holder of Computer and

System

- A basic knowledge holder of Programming

and System

<Table 3> 2016 Selection field and Qualification 

of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for the Gifted

3.4 보보 재 원 재지원  진학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최종 목표는 정보보호 우수인

재 발굴 양성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도 요하지만 학생들이 단계 으로 꾸

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17].

2014학년도 수료생 53.5%의 학생들이 2015학년도

에 재지원하 고, 2015학년도수료생 43%의학생들이

2016학년도에 재지원하 다. 10%정도 재지원율이 떨어

지기는 했지만고등학교 3학년인수료생은 2014학년도에

는 8명이었지만 2015학년도에 30명으로 증가한 것을 생

각하면 재지원율이 낮아진 것은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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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재지원율이 약 50%정도라는 것은수료생 에 50%

는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기때문에 정보보호 재교육

원의 목표인 ‘정보보호 문 인력 양성’을 해서는 수료

생들의 재지원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운 체계  개 안

본 에서는 3 에서 도출한 정보보호 재교육원 운

체계 분석 결과를 토 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1 과   원 편  

4.1.1 동  과   원 편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교육과정과 정원을교육원의

특성에 맞게 유동 으로편성하여 인원 미달 문제 2지

망 선발의 문제를 개선해야한다.

2015학년도에 고등부 교육과정을 고등기 ‧심화, 고

등 문Ⅰ, 고등 문Ⅱ의 3반으로 운 했을 때 고등기 ‧

심화반의 지원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고 고등 문반의

지원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부족했다면 2016학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 기 때문

에 상 수요 인원에 맞춰 고등기 ‧심화반을 2반으로

증가시키고, 고등 문Ⅰ반과 고등 문Ⅱ반 한 반만

운 을 한다면 모든 교육과정에 해 인원 미달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기 ‧심화, 고등 문Ⅰ, 고등 문Ⅱ의 정원이

각각 15명일 때, 지원인원이 고등기 ‧심화 21명, 고등

문Ⅰ 13명, 고등 문Ⅱ 14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지원인원

이 부족한 고등 문Ⅰ반과 고등 문Ⅱ반은 2지망을 통해

부족인원을 선발해야한다. 그러나 재교육진흥법시행

령 32조에 근거하여 반별 정원 20명 이내에서 추가 인원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기 ‧심화 18명, 고등 문

Ⅰ 13명, 고등 문Ⅱ 14명으로총 45명을 선발할 수 있다.

그 다면 굳이 2지망으로 선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차이를 막을 수 있다

[7].

의 두 경우와 같이 정원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는 추가선발에 한 정확한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각

재교육원이 지원 황을 분석하여 그에맞는 유동 인

응방안이 필요하다.

4.1.1 한 월   립

월반은 2016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아직 지원 자격

선발에 한 정확한 기 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월반을

지원한 학생의 선발에 있어 타당성과 객 성 확보에 어

려움이 있다. 2016학년도에는 년도 수료 수 면

을 심으로 월반학생을 선발하 지만 수료 수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역량보다는 학습의지 성실도 주의 평

가 수이기 때문에 월반을 한 기 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함이있다. 그 기 때문에 월반에 한 4권역공통기

확립이 필요하다.

월반이란 ‘성 이 뛰어나 상 학년으로 건 뛰어 진

하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월반을 지원한 학생을 평가

할 때 해당 학생의 역량이 월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수 에 도달하 는지도 평가의 척도가 되어야한다. 그러

기 해서는 지원 학생의 역량을 확인해 볼 수있는수

평가표를 개발하여 일정 수 의 수를 넘을 경우, 월반

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2 보보 재 원  보 책

정보보호 재교육원은타 재교육원에 비해학생, 학

부모, 학교의 인식이 상 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타

재교육원과 같은목 으로홍보가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타 재교육원의 경우, 모집일정을 안내하는 것이 주목

이지만 정보보호 재교육원은 교육원이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 이 되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타 재교육원은 모집기간에만 홍보를

실시하더라도 정보보호 재교육원은 모집기간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원에 해 알 수 있도록 꾸 한

홍보를 실시해야한다.

모집일정 안내의경우, 각권역별일정이다르기때

문에 따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외의 홍보는 4권

역이 공통 으로홍보물을제작하여TV, 신문과 같은매

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그러나 비용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보보호 재

교육원에서 주체 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상 기 인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가 주체 으로 추진하는 것

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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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보 재 원 지원 격

학생들이 자신의 수 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3.1 수 평가

모집공고 시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하고 지

원할 수 있도록 수 평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

의 역량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매년 지원

학생들의 평균수 을알 수 없기 때문에 기 와심화, 기

‧심화와 문반 사이의 기 을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를 들어 수 평가표를 이용해 평정척 합산 수가

60 이상이면 심화반 수 , 60 미만이면 기 반 수

으로 지원을 하도록 기 을 60 으로 잡아 공지를 한다

면 학생들은 수 평가표를 이용해 자신의수 을 평가하

고 그에 맞는교육과정에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재

교육원에서 정한 기 이 무 높은 기 이었다면 많은

학생들의 수 평가표 결과로 60 미만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기 반에 지원인원이 몰리게 되고 반 로

심화반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 역량 악을 해 수

평가표를 공지할 때 교육과정별 정확한 기 도 함께 공

지해주는 것보다는 수 평가표를 통해 학생스스로가 부

족한 이 있는지에 해 분석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3.2 체  목   내용

교육과정별 세부 인 목표와 교육내용을 안내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데에 도움

이 될 것이다.

교육목표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얻을 수 있

는 지식수 을 말하며 구체 인 목표를제시하여 학생들

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스스로 기 수 의 목표를 달

성한 수 인지 아님 아직 부족한 수 인지에 해 생각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내용의 경우에도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구체 으로 안내를 함으로써 학

생이 해당 교육내용이 자신에게 필요한지아니지를 단

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 보보 재 원 재지원  진학

정보보호 재교육원의최종 목표인 ‘정보보호 문 인

력 양성‘을 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속 이고 체계 인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속 인 교육을 해서는

수료생들의 재지원율을 높여야 하고 학진학을 앞둔 고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나 정보보호 련 학과 진

학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4.4.1 재지원  향상 안

일부 정보보호 재교육원에서 ‘내년에도 정보보호

재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5.3%의 학생들이 ‘ ’라고 답하 고 13.2%의

학생들이 ‘아니오’라고 답하 다. (미 응답 : 1.6%) 그러

나 실제 2015, 2016 학년도 재지원율은 이에 미치는 못하

는 결과를 보여 다. 왜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재지원율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지에 해 알기 해서는 설문조

사 결과에서 ‘아니오’라고 선택한 학생들의 이유를 분석

해야 한다.

reason (%)

Studying for college 50.0

Studying for school 12.5

Dissatisfaction with training schedule 12.5

Difficulty of education level 6.3

College 6.3

etc (Study-abroad, Absence of upper grade) 12.5

<Table 4> The reason why answered ‘No’

‘아니오’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고

등학교 3학년 진학’이 50%로 1 , ‘정규학교 공부에 한

집 ’ ‘교육일정에 한 불만족’이 12.5%로 2 , ‘교육

난이도의 어려움’ ‘ 학진학’이 6.3%로 3 를 각각 기

록했다. 이로써 학생들이 정보보호 재교육원에 재지원

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교육과 재교육을 병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재교육에 한 부담감을

여주기 해서는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규 학

교 교육과 재교육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즉,

‘기술‧가정’, ‘컴퓨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와 같이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보호 련 교육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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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각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환경에 맞춰 교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해야한

다[17].

4.4.2 보보  진학  향상 안

실제 2014년,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료

련 진학 인원은 <Table 5>과 같다. 체 으로 진

학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약 20%의 수료생이

정보보호와 련이 없는 학교에 진학을 한다.

division

2014 year 2015 year

Finish
Go on to

related field
Finish

Go on to

related field

1 Area 0 0 8 8 (100%)

2 Area 1 1 (100%) 9 6 (66.7%)

3 Area 3 2 (66.7%) 5 4 (80.0%)

4 Area 4 3 (75.0%) 8 6 (75.0%)

총 8 6 (75.0%) 30 24 (80.0%)

<Table 5> Amount of graduated high school and 

entrance rate of related field
(Unit : person)

이처럼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학교 학과를 정보보호가 아닌 분야로 진학하게 되면

정보보호 재교육원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을수 없

다. 정보보호 재교육원의 수료학생들이 나아가 ‘정보보

호 문 인력’이 되기 해서는 수료생들의 정보보호

련 진학률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교육생 선발과정이 요하다. 선발과

정에서 학생들의 역량 발 가능성도 선발의 요한

항목이지만 추후 수료생들의 정보보호 련진학률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정보보호 분야에 한 심도

련분야 진로, 진학 정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단순히 몇

몇 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심이생겨 정보보호 재교육

원에 지원을 한 학생보다 이 부터 꾸 히 정보보호 분

야에 심을 가지고 비한 학생이 추후 정보보호 분야

로 진학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의 심도와 의지를 면 이 객 으로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포트폴리오와 같은 증빙

서류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정 인효과를 가

져 올 것으로 상된다.

5. 결

본 논문에서는 재 국 4권역에서 운 되고 있는정

보보호 재교육원의 운 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사항

을 도출하 고, 그 결과를 토 로 향후 정보보호 재교

육원이 효과 인 운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토 로 정보보호 재교육원에

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내실 있는 로그램

을 구축할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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