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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규교육화를 위한 주요국 교육체계 비교분석
연구

A Study Cov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Systems in 
Major Countries for Regular Cybersecurity Education

유지연*

Jiyeon YOO*

요 약 최근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상호연결성 등
의 증가는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실제 세계까지 확대하였으며, 개개인에 대한 위험이 곧 공공 안전·국가 안보 등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인 청소년의 경우는 사이버 활동이 많고 보안 및 안전의식이 충
분치 않아 사이버위협에 그대로 노출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 스스로를 지키고 사이버활동을 관
리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규교육
화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연결사회 특성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사이버보안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교육 방향 및 기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역량을 정의하고 사이버보안역량 함양에 관한 주요국 교육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사이버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시민으로서의 사이버역량 체계 모델인
C3-Matrix를 반영하여 사이버보안역량 체계를 사이버인식(cyber ethics awareness), 사이버행동(cyber ethics behavior),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사이버안전(cyber safety)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보안역량 체계 기본구성틀에 기반하여 미국, 호주,
일본, 한국에서 수행되는 관련 교육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역량 교과체계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역량, 사이버보안, 사이버윤리, 사이버안전, 디지털시민

Abstract With the recent phenomen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cyber security paradigm has 
begun to change.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hyperlinked society has extended 
the scope of damage that can be caused by cyber threats to the real world. In addition to that, it can also be a 
risk to any given individual who could accompany a crisis that has to do with public safety or national 
security. Adolescents who are digital native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yber threats, which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significantly more involved in cyber activities and they also possess insufficient 
security comprehension and safety awar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capabilities 
of every young individual,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protect themselves against cyber threats and better 
manage their cyber activities. It examines the changes of the security paradigm and the necessity for cyber 
security education, which is in direct accorda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connected society that further 
suggests directions and a basic system of cyber security education,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Overseas Cyber Securit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cybersecurity competencies that are necessary with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o propose a regular curriculum for strengthening cybersecurity competencies, through 
the comparison and meticulous analysis of both domestic and overseas educational systems that are pertinent to 
cybersecurity competencies. Accordingly, a cybersecurity competency system was constructed, by reflecting 
C3-Matrix, which is a cyber competency system model of digital citizens. The cybersecurity competency system 
consists of cyber ethics awareness, cyber ethics behavior, cyber security and cyber safety. In addition to this,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cybersecurity competency system, the relevant educ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Japan and Korea were all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insight gained through the analysis, the domestic curriculum was finally present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new unified understanding, was to create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cyber security competency curriculum.

Key words :  Cyber Competency, Cyber secucurity, Cyber Ethics, Cyber Safety, Digital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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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능정보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는 인

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물들은 가상 세계를 벗어나 물리적인 실제

세계에까지 확장 및 연결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디

지털화의 전면화로 개인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

한 영역에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기술 이용능력 및 참여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상호연결성 등이 증가함에 따

라 이전에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시스템에 피해를 입혀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정도에 그쳤다면, 지능정보사

회에서는 그 이상의 실제 인명피해가 초래되는 등 그

영향 범위가 커지고 있다[1]. 이처럼 사이버 위협의 영

역이 점차 확장되고, 그 피해 범위 또한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순한

기술 위주의 보안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종합

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프라이

버시 보호 등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

적 실천 사항을 알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

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및 필요한 역량

을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청소

년의 경우, 인터넷·모바일·지능정보기술 기술 등을 일

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 공

간이 사회화와 세계관 및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디지털 윤리 및 보안

의식은 그에 맞추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 될 수 있다. 따

라서 청소년에게는 사이버 보안 교육이 특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교

육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윤리

의식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 교육의

경우 전문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 기술이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보안 교육은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과목이 아닌 비교과 활

동으로 이루어지며, 일관된 교육 체계 없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효과적인 교육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보안을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1, 2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

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특

히 청소년 시기부터 일관된 사이버보안 교육체계를 바

탕으로 의무성을 지니는 정규과목으로 사이버보안 교

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

고, 4장에서는 사이버보안 교육의 정규 교육화를 위해

필요한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안) 제시와 함께 이를 활

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Ⅱ.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

1. 지능정보사회 특성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기존 정보사회가 가지

는 다섯 가지 특성(연결성, 전역성, 상호연계성, 상호운

용성, 상호의존성)들이 보다 확대되면서 사물들은 가상

세계를 벗어나 물리적인 실제 세계에까지 확장, 연결되

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물리 공간의 사

물들과 가상공간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콘텐츠들이 인

터넷으로 상호 연결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정보를 ‘생성-

수집-공유-활용’하는 가치창조 그물망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연결된 많은 사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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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안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연계 및 사이버 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의 자가 운용성이 심화되어 사

이버보안이 국가·국민의 안보·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개인의 소홀함이 개

인의 피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는 리비히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가 증가하

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는 단순히 사이버 환경

뿐만 아니라 실제·물리적으로도 엄청난 사회혼란과 실

질적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전에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시스템의 중단

및 교란 등 피해를 입히는 수준에만 불과했다면, 지능

정보사회에서는 그 이상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실제 인

명피해가 초래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수의 증가는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의 증가와 위협 요소

의 확장을 의미하고, 주변의 일상 사물들이 연결된다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범위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 정도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며, 실제 세계에까지 확

장되어 인명피해까지 초래 할 수 있다.

이처럼 더욱 복잡하고, 중대하게 전개되는 사이버위

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보안대책의 수립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이버 위협 대응 위주의 보안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사이

버 위험은 단순히 사이버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사회혼란과 실질적 피해를 발

생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사이버보안 의식 향상을 위

한 교육 체계 및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

음과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 사이버보안 교육이 필

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사이버보안 교육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

회로의 진입은 시민들에게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통해 가상 세계와 실제 세

계를 확장 및 연결시킴과 동시에 편리성과 다양한 영역

에서의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사이

버 위협 또한 실제 사회를 교란시키고 실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인의 소홀함이 사회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

되는 ‘최소량 법칙(리비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

민 개개인의 사이버보안 기본 지식 향상을 위한 사이버

보안 교육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2-3].

둘째,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개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를 매개로 한

삶이 깊숙이 침윤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전면화

로 인해 개인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를 매

개로 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지능정보기술 이용능력 및

참여 격차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현상으로 이

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요구된다[4-5].

즉, 개개인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

으로서 디지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지

키고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배

제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 위해 사이버보안 교육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6].

셋째, 사이버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개

인이 취해야 하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

할 수 있는 ‘안전’차원에서의 사이버보안 교육이 필요하

다. 이때의 교육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

한 엔지니어링 기반의 기술적 지식보다는 특정 보안 문

제를 이해하고 그 파급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취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과 사이버 보안 인식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6], 기술 교육의 경우 기본

적인 개념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7].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와 함께 성장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세계관 및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는[8] 반면 윤리 및 보안 관련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사이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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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사이버 불링” 및 “사이버 범죄” 등의 악

의적인 활동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된다[9].

즉 학생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

버보안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좋은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및 디지털 세계

에서의 책임 있는 온라인 행동을 배우고 “해커", "사이

버 괴롭힘" 및 "사이버 도둑"이 악의적인 활동에 개입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

Ⅲ. 사이버보안 교육체계 비교분석

1. 한국 사이버보안 교육의 개선방향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사이버보안이 국가·국민의 안

보·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이버위험이 사회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는 양

상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 공간 내 활

동에 대한 윤리 및 보안의식이 형성되어있지 않아 사이

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사이버 불링”

및 “사이버 범죄” 등 악의적인 활동에 개입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교육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보

호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이용 방법과 “디지털 시

민”이 되기 위한 책임 있는 온라인 행동을 배울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이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으며, 학교 및 교사의 차

원에서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과정 이외의

주제인 사이버보안을 다루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사이버보안 교육을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사이버보안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규 교과목을 개

설하여 일관되고 장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국 사이버보안 교육체계 비교분석

사이버보안 교육체계를 도출하기 이전에, 우선 사이

버보안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 학습 영역을 어떻게 구

성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

니라 인공지능, Io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관련

한 위험 요소 및 보안 이슈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되

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를 교육하기 위한 기본 방

향 및 교육내용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에서 수행하

고 있는 사이버보안 교육의 분석을 통해 각 나라마다

사이버보안 교육의 목표 및 구성을 다르게 설정하여 운

영하고 있음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 분석에 있어 사이버보안 교육의 기본 방향을 4가

지 차원(인식, 행동, 안전, 기술적 보안)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4가치 차원 분석의 틀은 디지털시민교육 체계인 C3-

메트릭스(matrix)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C3-메트릭스

(matrix)는 미국에서 K-12의 정보교과 교육 프레임워

크로 개발한 사이버역량 체계 모델이다[11]. C3-메트릭

스(matrix)는 사이버윤리(cyber ethics), 사이버안전

(cyber safety),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능정보기술로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이버역량을 제시[12]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3-메트릭스(matrix)에 기반을

두고 사이버윤리(cyber ethics) 활동 강화 필요성을 반

영한[13] 사이버보안 역량 체계를 구성하였다. :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technology), 사이버안전(cyber

safety), 그리고 사이버윤리 인식(cyber ethics

awareness)과 행동(cyber ethics behavior)

표 1. 사이버보안 교육 C4 체계
Table 1. Cybersecurity education C4 system

C4 system Description

Cyber
security
technology

It aims to learn technical methods in order to
understand what cyber risks are and how
they occur, along with the technology
configuration of systems and networks so as
to protect against them.

Cyber safety

Purchasing cyber communication, such as
cyber communication devices, recognizes
online risks, and aims to learn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ng oneself and others
through informed decision by making safe
use of technology systems, medi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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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가지 차원의 사이버보안 역량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호주, 일본의 국가별 교육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미국의 K-12 프로그램은 사이버보안 교

육을 컴퓨터 과학 교과목 전반에서 다루고 있으며, 저

학년 때에는 사이버보안의 기초 이론, 관련 법/제도, 규

범 등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고학년일수록

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의 위협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학습한다.

호주는 eSafety 가상 교실을 통해 사이버 보안 교육

을 정규 교육 내에서 원격 교육으로 진행하며 안전한

온라인 행동 및 사이버 불링 등에 대응·신고 방법 학습

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과 윤리 의식 제

고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이버 안전 및 윤리 교육이 주

를 이룬다.

일본은 정보윤리 교육을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

보보안 관련 지식의 이해 및 습득을 통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수단 학습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윤리, 법률, 안전지식, 정보보안 개념의 학습 등이 있으

나 교육 자체가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저차원

적의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기본적인 정보보안의 개념 및 사이버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

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비교과 활동이나 사회

및 정보 등 타 과목의 일부로 제시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년 별 발단단계에 따라 정규교과로 이

루어진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호주의 사이버보안 교

육과 비교하면 안전한 온라인 행동 방법 및 각종 사이

버 위협, 따돌림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는 점

에서 유사하다.

표 2. 주요국 사이버보안 교육 내용 비교분석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security education
contents in major countries
Major
countries

Category Contents of Education

USA

Aware-
ness

Ÿ The importance of
authentication, data retention,

Ÿ Information disclosure,
awareness of security risks on
computing systems and
networks

Behavior

Ÿ How to resolve device and
computing problems

Ÿ Management of Digital data
Ÿ Digital Literacy
Ÿ Network system configuration
and security

Security
Techno-
logy

Ÿ Data protection through
algorithms and programming

Ÿ Technical content including
threats on computing systems
and networks

Safety

Ÿ Security Related Laws /
Institutions

Ÿ Personal safety and social
interaction

Ÿ Literacy of Digital Citizens

Australia

Aware-
ness

Ÿ Recognition of correct online
decisions

Ÿ Appropriate online
communication

Ÿ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asswords

Behavior

Ÿ Privacy Protection
Ÿ Remove digital footprints
Ÿ Online cyber bullying, crime
report, support request

Safety Ÿ Safe social media action

Japan

Aware-
ness

Ÿ Information-based social ethics
Ÿ Getting basic information
security

Ÿ The importance and
management of authentication
and passwords

Behavior

Ÿ How to prevent physical
security and privacy

Ÿ Develop information security
plan, emergency response, and
response methods

Security
Techno-
logy

Ÿ Technology of Information
protection ,implementation

Safety

Ÿ Knowledge of safety
Ÿ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law

Ÿ Construction of public network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Cyber ethics
awareness

We aim to obey the law, respect others, and
learn the right values as digital citizens in
Digital Enviornment.

Cyber ethics
behavior

As digital citizens, we aim to improve our
ability to judge and act both responsibly and
w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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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재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미국은

사이버보안 기술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는 보다 사이버안전 중심적인 인식과 태도를 다루는 것

으로 파악되며 일본은 정보통신윤리 중심의 교육내용

을 담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윤리 중

심의 교육내용이 비교과 활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주요국 사이버보안 교육 영역 비교분석
Figure 1.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security education

areas in major countries

이처럼 나라의 모두 각각의 사이버보안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프

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능정보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에 관한 지식과 디지털 시

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윤리 의식, 관련한 기술 교육까

지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계가 존

재한다. 특히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태어

나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러한 주제가 읽기, 쓰기 및 수학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안전, 보안 및 윤리 등이 다른 교육 과정 내에

서 따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측면에서 체계화

하여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을 사이버 안전, 사이버 윤리, 사이버 보안의 포괄

적인 수행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기술 교육 또한 소홀히 하

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의 그림 2.는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

및 학습영역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그림이며, 각 영역에

대한 교육 내용(안)은 표 3.과 같다.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의 모든 활동에 작동하게 되는

사회에서 사이버보안은 단순하게 사이버위협에 대응하

는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이버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안전은 사이버윤리 인식과 행동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역량 축적에 기반하여

지식과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림 2. 사이버보안 교육 C4 체계의 기본 방향
Figure 2. Basic Direction of Cybersecurity Education C4

System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보안 교육에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정보통신윤리 내용에 더하여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규범논리로서의 코드(code)와 위험 책임,

디지털 발자국(diigital footprints), 네트워크 사회 구조

(Construction of public network society) 등에 대한 이

해와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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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이버보안 교육 내용
Table 3. Contents of Cybersecurity Education
Category Contents of Education

Awareness

Ÿ Legal norms / Code
Ÿ Risk responsibility
Ÿ Getting basic information security related
information

Ÿ Information security ethics and correct
communication

Ÿ Importance of authentication, data
retention and privacy

Behavior

Ÿ Protecting your privacy and removing
digital footprints

Ÿ Cyberbullying, how to deal with crime
damage

Ÿ Digital Literacy

Technology

Ÿ Cyber threat technology
Ÿ Information management method
Ÿ Technical protection against threats to
computing systems and networks

새로운 사이버보안교육체계는 기존에 리터러시 교육,

인터넷 윤리교육 등 개별적·일회성으로 시행되던 사이

버보안 교육을 한 틀에서 체계화하여 교육할 수 있으

며, 초·중등 교육과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후의 대학

교육 및 평생 교육으로도 이루어져 사이버보안 전문 인

력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역량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

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Ⅳ. 사이버보안 정규 교육과정의 개설

우리에게 사이버 공간 및 정보기술은 점점 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그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가 국가·국민의 안보·안

전과 직결되는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보안 교육

은 마치 길을 건너기 전 양 옆을 살피거나,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때 까지

시행될 필요가 있다[11]. 무엇보다도 신체적·인지적으로

성장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초·중등 시기에는 성

인에 비해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이 시기에의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교육은 안전

한 온라인 행동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아를 형성시

켜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과정 내의 사이버보안 교육은 사이

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니즈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

으며, 일관된 교육체계 없이 대개 일회성 이벤트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무화로 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 등 관

련 기술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코딩 엔지니어의 윤리

적 사고를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즉 사이버보안 교육은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

기 위한 일련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윤리적 가치를 바

르게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사이버보안 교육을 체계적

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단발적인 활동으로 수행되

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교육체계를 통해 정규 교과목으

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사이버보안이 국가·국민의 안

보·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이버위험이 사회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는 양

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

그램은 대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등교육 과정에

서는 단순한 정보윤리 및 정보화 역기능, 기술적인 대

응 등 단편적인 항목에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는

등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조기교육 체계가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고는 청소년들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취해야 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술을 책임

감 있게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이

버보안 전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정규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의 사이버보안 교육

체계 및 구성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교육 모두 각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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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보안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능정보사

회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에 관한 지

식과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윤리 의식, 관련

한 기술 교육까지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는 한계가 존재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교육의 개

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일관된 사이버보안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규과목으로 개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은

사이버 안전, 사이버 윤리, 사이버 보안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행 것이며, 교육 내용

구성 시 단순한 의식제고 및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실

생활에서 직접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교육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본고의 연구 결과는 지능정보사회에 확대되

는 사이버위험에 대비하여 전 국민의 인적 보안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제시한

교육체계(안)의 경우, 기존에 개별적·단발적으로 시행되

던 사이버 윤리 교육, 사이버 안전 교육, 사이버 보안

교육, 직무 교육 등을 하나의 사이버 보안 교육으로 한

틀에서 체계화하며, 향후 청소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규교과목 구성을 위한 교육 체계 수

립의 기본 틀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이버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다

른 이론적 기반의 틀이 부족하고, 비교과 및 기관 교육

등 다양한 사이버보안 교육의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이버

보안 교육체계 구성에 필요한 세부 커리큘럼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J.E. Kim.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Socie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5(2), pp.177-182, May 31,

201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177
[2] A. McGettrick, L.N. Cassel, M. Dark, E.K.
Hawthorne, and J. Impagliazzo. "Toward
Curricular Guidelines for Cybersecurity."
SIGCSE '14 Proceedings of the 45th ACM
technical symposium on Computer science
education, Mar. 2014.

[3] I. Kirlappos, and M A. Sasse. "Security
Education against Phishing: A Modest Proposal
for a Major Rethink." IEEE Security & Privacy
10(2), Dec. 2012.

[4] C. Irvine, "The Value of Capture-the-Flag
Exercises in Education: An Interview with
Chris Eagle." IEEE Security and Privacy
Magazine 9(6), Nov. 2011.

[5] R. Dodge, and D. Ragsdale. "Technology
education at the US Military Academy." IEEE
security & privacy 3(2), Mar. 2005.

[6] T. Hunt. "Cyber Security Awareness in Higher
Education." Symposium Of University Research
and Creative Expression(SOURCE), 2016.

[7] G.C. Kessler, and J.D. Ramsay. "A Proposed
Curriculum in Cybersecurity Education
Targeting Homeland Security Students." 2014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Jan. 2014.

[8] S.R. Bae.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dia Education for Youth in the Digital Age."
Dec. 2014.

[9] F. Giannakas, G. Kambourakis, A. Papasalouros,
and S. Gritzalis. "Security Education and
Awareness for K-6 Going Mobile." iJIM 10(2),
2016.

[10] B. Crompton, D. Thompson, M. Reyes, X.
Zhao, and X. Zou. "Cybersecurity Awareness
Shrewsbury Public Schools." Clark University
Clark Digital Commons, May. 2016.

[11] I.L. Chen, and L. Shen. "The Cyberethics,
Cybersafety, and Cybersecurity at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Ethics in
Education, 4(1), The Cyberethics, Cybersafety,
and Cybersecurity at Schools, 2016.

[12] J.Y. Yoo. "A Study on the Concept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nd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Subjec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4(2),
April 2020.
http://dx.doi.org/10.14352/jkaie.2020.24.2.189

[13] J. Alhassan, E. Abba, S. Misra, R. Ahuja, 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397-405,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05 -

Damasevicius, and R. Maskeliunas. "A
Framework for Cyber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Computing." Advances in
Electrical and Computer Technologies, Select
Proceedings of ICAECT 2019.

[14] Esafety. "Classroom resource."
h t t p s : / / e s a f e t y . g o v . a u / e d u c a t i o n -
resources/classroom-resources.

[15] Thinkuknow. "Staying Safe."
https://www.thinkuknow.org. au/staying-s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