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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교육 종사자님께,
 
Facebook의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프로그램인 Get Digita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et Digital은 기술이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점에 교육 종사자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 세계 학교와 교육 종사자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연결되어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정보와 태도, 스킬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을 생활화하면 
학생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량을 부여하면서도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Get Digital은 몇몇 전문가 파트너가 제공한 레슨을 통해 교육 종사자 여러분이 학생에게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개념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슨은 다년간의 학문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전 세계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Get Digital 레슨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콘텐츠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디지털 기초: 학생들에게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디지털 웰니스: 학생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개인 및 집단)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연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탐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참여: 학생이 실행 기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온라인에서 미디어 정보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스킬과 다른 문화 
및 맥락에서 교류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학생이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자신, 커뮤니티, 세상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기회: 학생이 차세대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성공적인 미래의 직업과 경력을 개발할 준비를 돕습니다.

각 콘텐츠 카테고리의 레슨은 학생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판단하며, 건강한 온라인 관계를 인식하는 등의 
실질적인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Get Digital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리소스와 청소년을 위한 활동도 제공합니다. 가족이 집에서 함께 활동하도록 독려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레슨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티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Get Digital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리소스에 더욱 원활하게 접근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티고네 데이비스(Antigone Davis)
Facebook 글로벌 안전 부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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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시작하기
Get Digital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공식(교실) 교육과 비공식 교육, 부모/자식 간의 대화, 청소년 개인 활동을 아우르는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을 교육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료 검토
교실 안팎에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숙지하세요. Get Digital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
  다섯 가지 카테고리와 레슨 37개(아래의 '레슨 구조 파악' 참조)
  부록의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레슨이 교육 종사자의 일정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제와 관심사, 레슨 형식과 
타임라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레슨이 설계되었습니다. 공식 학습 환경과 비공식 학습 환경 모두에 최대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슨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역동적이며 이 교육 자료 또한 역동적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이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안내
부모님께 Get Digital을 이용하여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을 가르친다는 점을 알리고 집에서 스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부탁하세요. 온라인에 있는 Get Digital의 부모님을 위한 섹션에는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의 개념을 자녀와 함께 복습할 수 있는 
동영상과 대화 주제,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슨 교육
Get Digital 프로그램은 기술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나 낮은 환경 모두에서 전체 커리큘럼 또는 개별 레슨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레슨의 모든 내용은 스크립트로 제공되며 공식/비공식 상황의 레슨 준비와 진행 방법에 관한 지침이 제공됩니다. 그뿐 아니라 재량에 
따라 학생의 요구에 맞게 레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레슨 강화
Get Digital의 청소년 섹션에는 숙제로 내주거나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확장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스킬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청소년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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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구조 파악
Get Digital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에 관한 주요 스킬을 다섯 가지 콘텐츠 카테고리로 정리합니다. 바로 기초, 웰니스, 
참여, 역량 강화, 기회입니다. 각 카테고리의 레슨은 개별적으로 가르치거나 안전, 공개 범위, 보안의 기초에서 기회까지 순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순서대로 가르치는 경우 청소년이 일반적인 온라인 경험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서 미래의 직업과 
경력에 디지털 스킬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와 카테고리에 속한 레슨을 순차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 순서는 각 스킬(용어집 참조)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와 교육 종사자나 학생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성별, 위치, 스킬 수준과 교육 수준 
등의 맥락 요인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이 섹션의 레슨과 활동은 학생이 서로 연결하는 방법과 인터넷과 다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데이터와 정보, 디지털 기기와 자산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다루는 스킬은 디지털 액세스와 공개 범위,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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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개 범위 소개

공개 범위와 나

비밀번호

개방형 Wi-Fi

사이버 보안, 피싱, 스팸

온라인 검색의  
이해와 평가

온라인 출처 평가

목표
공개 범위가 각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은 정보의 유형, 그리고 특정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보의 유형과 소셜 미디어의 공개 범위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 자신이 왜 그런 설정을 하게 되었는지(예: 특정 콘텐츠를 '친구만'이나 '전체 공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원칙, 비밀번호 공유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권한이 없는 계정 액세스를 

방지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개방형 Wi-Fi 네트워크와 그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레슨을 통해 사용은 가능하나 보안되지 않은 Wi-Fi를 인식하고, 보안되지 않은 Wi-Fi  
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하며, 언제 보안되지 않은 Wi-Fi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악의적인  

온라인 사용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안전한 행동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스팸 메시지를 식별하고,  

비밀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할 때와 온라인 소스를 선택할 때 인기도와 신뢰도가 주로  
고려해볼 두 가지 개념임을 이해하고 학생이 직접 정보 조사원이 되어  

검색 결과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소스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가 갖는  
편견과 정확성에 대해 평가하고, 일반적인 판단 오류를 이해하고 파악하며,  

소스 평가를 위한 평가 수단이나 도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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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웰니스 

이 섹션의 레슨과 활동은 청소년이 정체성을 탐구하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개인 및 집단)과 함께 공감대를 바탕으로 윤리적이며 
긍정적으로 연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루게 되는 스킬은 정체성 탐구와 정체성 형성,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 안전과 웰빙입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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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평판

소셜 미디어 및 공유

온라인상의 정보 관리

다양한 관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나를 위한 순간: 십 대를 
위한 자기 자비의 시간

감사한 순간

목표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공개 대상을 구별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어떤 정보가 나타나길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특히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공개 범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 레슨을 마치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공개 범위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고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형, 온라인에서 완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정보의 
유형, 자신이 온라인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일부 개인 정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각각 한 가지씩 알게 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할 때 관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합니다. 온라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맥락적 요인(예: 시간, 문화, 사회,  

지역/세계)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하는 정보가 가족, 친구,  
권위 있는 인물(예: 교사, 고용주)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온라인 정체성과 자신이 만들고 공유하는 콘텐츠(예: 직업 관련, 학교 관련, 추구하려는 
관심사 등)가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제, 플랫폼, 이름, 시각적 표현 및 
공개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비교, 대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봅니다.

감사함의 정의를 내리고 감사하게 느꼈던 순간을 예를 들어보며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에는 종류가 많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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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참여 

이 섹션의 레슨과 활동은 학생이 특정 상황에서 관련성의 맥락적 요인(예: 문화, 사회, 현지, 지역, 세계적 요인)을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미디어 형식으로 정보와 기타 콘텐츠를 찾고, 평가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루는 스킬은 맥락, 정보의 품질, 미디어(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1

2

3

4

5

6

7

8

9

주제
존중과 경계

건강한 관계

검증이란?

검증 단계

미디어 텍스트의 버전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디지털 커뮤니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디지털 커뮤니티 멤버로서 
시민 참여와 소통하기

편견을 주는 단어 
분석하기

목표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간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고 정중한 관계를 만드는 자질과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또래 그룹과의 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검토하고 또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정보 검증이 무엇이며, 기사의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뉴스 소비자에게 왜 중요한지 배웁니다. 
언론사, 독자, 소셜 미디어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정보가 유통되는 미디어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뉴스 이미지나 동영상의 진위, 소스, 날짜, 위치, 동기 등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체크리스트에 관해 배웁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고 온라인 콘텐츠의 
진실성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구를 고려해봅니다. 

소스의 동기가 뉴스 사건의 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봅니다.
스크랩(원본의 복사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런 유형의 미디어 텍스트가 성행하면 뉴스 

속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증 프로세스가 왜 더 어려워지는지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스크랩을 만들어서 공유할 경우 스크랩의 소스나 뉴스 사건의 원래 맥락을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봅니다.

40세의 삶에 대해 상상하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게 되고, 그룹 내의 소통에서 
포용력과 공감을 보이며, 그룹 내의 소통에 편견이나 혐오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부정적인 의견, 편견, 혐오 발언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또한 적절한 교실 내 소통의 지침을 만듭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마주칠 수 있는 편견의 여러 종류를 알아보고, 디지털  
공간에서 편견을 담고 있는 언어나 혐오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뉴스 기사에서 편견을 파악하고 단어 선택과 어조를 분석하여 저자와 리포터의 관점을 
파악합니다. 뉴스 기사의 진실과 저자의 관점을 구분하고 이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비판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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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역량 강화 

이 섹션의 레슨과 활동은 학생들이 공적인 사안에 참여하고,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옹호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루게 되는 스킬은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콘텐츠 제작과 법률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1

2

3

4

5

6

7

8

주제

지지 활동 및 변화 만들기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하기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해시태그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개인적인 가치 탐구

사회적 활동에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디지털 도구

목표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고 싶은 두 가지 변화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지지 활동의 개념에 대해 배웁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지지 활동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학습합니다.

해시태그가 사회운동을 홍보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배웁니다.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가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해시태그를 만들고,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한 홍보 방식을 고안합니다.

각자의 지지 캠페인을 위한 초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중요성에 따라 가치를 나열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신의  
삶과 미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봅니다.

디지털 액티비즘에 참여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사회적 액티비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디지털 액티비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해 
디지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과 약점을 평가합니다.



www.facebook.com/fbgetdigital 9

     디지털 기회 

이 섹션의 레슨과 활동은 학생이 디지털 세상이 제시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공 지능에 관한 대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능력, 컴퓨팅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데이터 제작, 수집, 해석 및 
분석에 참여하는 능력,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제 활동을 탐색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다루게 되는 스킬은 인공 지능, 컴퓨팅 사고,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입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1

2

3

4

5

6

주제

경험 탐색하기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알고리즘이란?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목표
현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특정 경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경험이 미래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보유한 3가지 유형의 기술(전환 가능 기술, 지식/전문 기술, 개인적인 특성 기술)을  
식별하고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미래의 기회에 적용할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이력서 형식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 스킬 및 목표를 바탕으로 이력서 
작성을 연습합니다. 또한 이력서 및 C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준비가 장기적인 

목표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알고리즘의 정의와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일상생활과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알고리즘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피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재구성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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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인공 지능(AI): 사용하는 AI 기반 플랫폼과 연관된 알고리즘과 이러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이해하는 능력.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디지털/비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공적 사안(예: LGBTQ 권리, 평화 구축, 혐오 발언에 대응)에 참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옹호함으로써 이상적으로는 작은 수준에서부터 큰 수준까지 삶의 평등을 촉진하는 능력(Levine, 2007).
컴퓨팅 사고: 컴퓨팅 개념, 관행, 관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컴퓨팅 개념에는 개인이 프로그래밍할 때 활용하는 개념(예: 어떤 
작업의 단계를 파악하는 '시퀀싱', 같은 단계를 여러 번 반복 실행하는 '룹')이 포함됩니다. 컴퓨팅 관행은 개인이 프로그래밍할 때 
기르는 습관(예: '실험과 반복', '재사용과 리믹스', 기존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창조)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관점은 개인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예: 협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맥락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인 세계(예: '연결' 즉,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와의 관계에 대해 만들어가는 관점을 나타냅니다(Brennan, 
Resnick, 2012).
콘텐츠 제작: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맥락: 특정 상황에서 특히 연령, 민족,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종교, 국적, 위치, 스킬,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관련하여 
소수의 경험과 관점에 중점을 두고 관련성의 맥락적 요인(예: 문화, 사회, 현지, 지역, 세계적 요인)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해당 상황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데이터: 디지털/비디지털 소스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만들고 수집하고 나타내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디지털 액세스: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하고 액세스하는 능력(예: 메시 기술).
디지털 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탐색하는 능력(예: 돈 
벌기, 사회적 연결 관계 증대, 개인 브랜드 구축).
디지털(리터러시): 정보를 찾고 상호작용하고 평가하고 만들고 재사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인터넷과 기타 디지털 도구 및 플랫폼을 
사용하는 능력(Palfrey, Gasser, 2016). 디지털 공간에서 개념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Carretero, Vuorikari, Punie, 2017).
정체성 탐구 및 형성: 자신의 정체성 요소를 탐구하는 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커뮤니티가 정체성 형성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능력.
정보의 품질: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상호작용하고, 평가하고, 만들고, 재사용하는 능력(광범위한 개념. 예: 뉴스, 건강 정보, 개인 
정보)(Palfrey, Gasser, 2016).
법률: 인터넷과 기타 디지털 도구를 둘러싼 법적 프레임워크, 개념, 이론(예: 저작권, 공정 사용)에 참여하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활동에 
적용하는 능력.
미디어(리터러시): 다양한 미디어 형식(예: 인쇄물, 시각적 형식, 인터랙티브 형식, 오디오 형식)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유통하고 만들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능력. 'Media literacy'(미디어 리터러시)의 복수형인 'media literacies'는 
'media literacy'(Hobbs, 2010), 일부 연구가들이 'new literacies'(신 리터러시)로 개념화한 것(Lankshear & Knobel, 2007), 
'new media literacies'(신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합니다(Jenkins, Clinton, Purushotma, Robison, Weigel, 2006). 즉, 'media 
literacies'는 미디어에 대한 개별적 참여(media literacy)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와 참여 문화에 대한 역량에도 
초점을 맞추는 리터러시 접근법을 포괄합니다. 또한 읽기와 쓰기 능력도 포함합니다.
긍정적/존중하는 행동: 온라인에서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개인 또는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공개 범위 및 평판: 온라인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능력.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뒤에 남겨지는 디지털 '흔적', 
이 흔적의 단/장기적 결과, 가상 세계에 남기는 흔적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 유추된 데이터(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포착하고 
분석함으로써 파생되는 신규 데이터. 개인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낳을 수 있음(van der Hof, 2016))에 대한 이해.
안전 및 웰빙: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예: 인터넷 중독 및 
반복성 스트레스 신드롬 방지). 온라인 위험은 주로 범위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예: 사이버 괴롭힘, 성희롱, 원치 않는  
'섹스팅'), 연락(예: 온라인에서 연락 후 면대면 만남,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예: 포르노, 폭력, 공격적 
콘텐츠, 해로운 발언, 마약 관련 콘텐츠, 인종 차별 콘텐츠에 노출)(Livingstone, Kirwall, Ponte, Staksrud, 2013)입니다.
보안: 자신의 정보, 디지털 기기, 자산(예: 비밀번호와 같은 로그인 정보, 프로필, 웹사이트)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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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Get Digital은 또 어떤 것을 제공하나요?
Facebook의 목표는 교육 종사자를 위한 레슨 모음, 청소년을 위한 활동, 부모를 위한 팁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흥미로운 인프라는 교육 종사자가 교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둘러보며 찾고 다운로드하며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레슨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레슨은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여러 전문가 파트너들의 리소스에서 얻은 것입니다. 
사이트의 '정보' 페이지에서 콘텐츠 파트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레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레슨마다 완전한 대본이 있지만, 교육 종사자는 콘텐츠를 청소년의 요구와 학습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레슨은 기술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나 낮은 환경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레슨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약하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학습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습니다.

레슨을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레슨은 학교 커리큘럼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 영역(역사, 영어, 과학, 수학, 세계어)에 관한 예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 역사적인 사회 운동과 최근의 사회 운동을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운동 중에 서로 어떻게 소통했나요? 
미디어에서 운동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이 활동에서 학생에게 '해시태그' 레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영어
보안 - 학생에게 보안 관련 주제로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학교 Wi-Fi 네트워크에 개인 기기를 연결하는 데 찬성이나 
반대 의견으로 논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기술적인 텍스트를 접할 수 있습니다. 목표 중 하나는 
일반적인 독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에게 '개방형 Wi-Fi' 레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탐구 및 형성 - 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문학 작품 속의 등장인물로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진짜 또는 가짜로 만들도록 
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핸들 또는 사용자 이름, '정보' 섹션, 친구 리스트와 해당 등장인물이 공유할 만한 샘플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등장인물이 전체 공개로 공유할 만한 것과 서술자의 분석을 근거로 자신(독자)만 아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학생 몇 명이 등장인물 한 명의 프로필을 만들고 프로필을 서로 비교, 대조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필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에 대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각 프로필이 글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잘 
나타내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활동에서 학생에게 '온라인상의 정보 관리' 레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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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디지털 경제 - 유튜버, 블로거, 그리고 빌 나이(Bill Nye)와 닐 디그래스 타이슨(Neil deGrasse Tyson)과 같은 유명인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온라인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과학 개념을 
알려주는 온라인 미디어가 유명해졌습니다. 학생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에서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유명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시청자와 신뢰를 쌓는지, 과학적 정보를 어떻게 인용하며 시청자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아봅니다.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스킬(예: 조사, 창의적 사고, 미디어 제작)을 논의합니다. 이런 모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유명한 과학 YouTube 채널,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습득한 스킬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과학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준비할 때 차이점을 논의합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에게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레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정보의 품질 - 수학 개념을 불분명하게 보여주는 뉴스 기사를 선택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좋은 예입니다. 통계의 
소스(예: 어떤 연구 기사에서 나온 통계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른 뉴스 기사에도 같은 통계가 발견되나요? 그렇다면 
학생에게 통계가 나타난 소스의 타임라인을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토론하기: 각 소스에서 통계를 사용하는 잠재적 동기가 
무엇인가요? 기사에 그런 통계를 포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활동에서 학생에게  
'원본을 넘어' 레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계어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옹호하는 이슈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 도착어로 만들어진 밈
(meme)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학생들과 토론하기: 현지/지역적 맥락과 일치하는 밈 문화와 같거나 다른 관습 중에 어떤 것이 
사용되었나요? 같은 이미지가 도착어로 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나요? 파악한 관습을 바탕으로 학생이 도착어로 직접 밈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미디어 메시지를 퍼뜨려 해당 사안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합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에게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레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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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부모님 또는 보호자님께,

건강히 지내시는지요?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Facebook의 Get Digital 
프로그램 자료를 사용하여 이 주제에 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레슨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에 둔 것으로, 전 세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합니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은 인터넷과 디지털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와 행동, 스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범위 설정을 사용하는 등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을 이해하는 자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연결되어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역량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보호자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Get Digital 프로그램에는 부모님과 보호자님께서 자녀가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에 관해 자세히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보호자용과 청소년용 리소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의 다섯 가지 콘텐츠 카테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초: 학생들에게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디지털 웰니스: 학생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개인 및 집단)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연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탐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참여: 학생이 실행 기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온라인에서 미디어 정보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스킬과 다른 
문화 및 맥락에서 교류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학생이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와 
더 좋은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회: 학생이 차세대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성공적인 미래의 직업과 경력을 개발할 준비를 돕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 부모/보호자와 청소년 섹션의 대화 주제와 활동을 활용하여 자녀와 함께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의 개념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facebook.com/FBGetDigital에서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웰빙 스킬은 자녀의 미래에 아주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스킬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는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교육하는 데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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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1

공개 범위 소개

디지털 기초  레슨 1: 공개 범위 소개

레슨 목표 
공개 범위가 각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은 정보의 유형, 그리고 특정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필수 질문  `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공개 범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공개 범위 게임'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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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공개 범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공개 범위 게임
준비 및 참고 사항
공개 범위 게임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은 공개 범위에 대한 결정을 매일 내립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모바일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공개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개 범위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자신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언급하거나 
(예: 주소, 취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서 
(예: 친구와 가게를 방문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고름)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고 있든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때든 언제나 중요합니다.

공개 범위는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생각하는 공개 범위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공개일 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공개 범위를 형성하는지  
더 알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공개 범위 유형을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에 대한 간단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공개 
범위 게임' 레슨 자료 참고) 이 게임을 통해 공개 범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레슨 자료의 질문에 답을 작성하고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런 다음 레슨 자료에 
있는 정보에 대해 서로 질문하세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레슨 자료를 보여주지는 마세요. 활동 후에 레슨 자료를 
걷지 않을 테니 집에 가져가도 좋고 버려도 좋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각 학생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최소  
3가지 답변을 공유해야 합니다. 3개보다 더 많은 답변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할 정보도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각 학생이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나요? 각 학생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나요?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어봅시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레슨 자료의 빈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이 15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다음 질문에 대한 전체 그룹 토론을 
유도합니다. 레슨 종료 후 학생이 레슨 자료를 버리거나 
가져가도록 하세요. 강사가 자료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토론
질문

 `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실 정보를 공유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 모두 공유할 내용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렸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정보를 
많게 혹은 적게 공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나요?

 ` 이번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공유한 정보 중 평소 
아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을 만한 정보가 
있었나요? 공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런 유형의 정보는 전체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방금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은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정보에  
대해 각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것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생활에서 
매일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립니다. 특정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지 결정하고, 특정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지 
결정하고, 이메일 주소와 같은 특정 연락처 정보를 우리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전체 공개되도록 포함할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은 친한 친구의 결정이나 우리가 지난달에 내린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정과 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각자가 공개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공개 범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정보에는 정체성, 
활동, 기호, 일상적인 일, 그리고 기타 삶의 여러 측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공개 
범위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고, 자신의 
이해한 바를 편안하게 느끼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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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개 범위 게임 내에서 자신의 행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공개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비공개 정보는 비밀인가요?
 ` 가능한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이 쓴 일기 내용과 달리 
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보호자 또는 의사와 
같이 여러분의 생일을 알거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아닌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비공개 정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일을 평소 가까운 사람 혹은 
알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개 범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질문
 ` 꼭 비밀은 아니지만 잘 모르거나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나요?
 `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보호자 또는 친구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나요? 선생님이나 다른 교육자는 어떤가요?
 ` 예: 학교 성적, Instagram 계정, 일기 등.

 ` 자신이 공개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배우면서  
놀란 점이 있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이 시간이 끝나면 공개 범위 게임 자료를 가지고 가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개 범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공개 범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매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 범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공유하거나 게시한 게시물 중 
여러분이라면 비공개로 하고 싶을 만한 정보 3가지를  
찾아보세요. 유명인,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등의 
게시물일 수도 있고, 해시태그 검색 또는 일반적인 
온라인 검색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유형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사진, 동영상은 
물론 소셜 미디어나 뉴스 미디어 플랫폼에 사람들이 
남긴 댓글과 같은 텍스트 게시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각 예시에 대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싶은 이유를 
각각 한 문단으로 작성해보세요. 작성 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상황 
(예: 여러분이 교류하는 대상, 교류하는 사람의 수,  
목적과 목표, 학교 또는 학교 밖과 같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주세요.

과제
이 과제는 강의 중에 진행하거나 숙제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1: 공개 범위 소개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항목에 대해 자신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세요. 답변하는 대신 '아니요'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름:

연령:

성:

학교/직장: 

집 주소: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당혹스러웠던 기억:

마지막 시험/학급 성적:

이메일:

생일:

휴대폰 번호:

소셜 미디어 계정 사용자 이름: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선택 사항: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한다면 휴대폰으로 찍은 가장 최근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여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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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범위 게임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 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2

공개 범위와 나

디지털 기초  레슨 2: 공개 범위와 나

레슨 목표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보의 유형과 소셜 미디어의 공개 범위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  
자신이 왜 그런 설정을 하게 되었는지(예: 특정 콘텐츠를 '친구만'이나 '전체 공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필수 질문
 `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지, 누구와 공유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 여러분의 선택에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연령  ` 13~15세

 ` 자료  ` '추측 게임'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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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게임
파트 1
준비 및 참고 사항
'추측 게임' 레슨 자료를 나누어주고 각 학생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학생에게 공유하려는 4가지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작성한 정보를 전체 그룹과 공유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 종이는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작성할 시간을 10분 줍니다. 그런 다음 레슨 자료를 거둡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각 레슨 자료에 있는 정보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는 정보를 작성한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하여 
가지고 있는 레슨 자료에 이름을 적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레슨 자료의 내용 작성을 완료한 다음 
그룹 토론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질문
 `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정보가 있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사람이 공유할 내용에 대해 같은 선택을 

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유 대상에 따라 이런 유형의 정보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공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나요?

 ` 각 정보를 작성한/말한 사람과 
연결하기가 얼마나 쉬웠나요?

 ` 특정 응답이 의도하지 않게 실제 응답보다 더 많은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어떤 
문화에 익숙한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속합니다.

 ` 추측 게임에서 작성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공개 범위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자신에 대한 특정 정보(예: 주소, 취미)를 
언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데(예: 친구와 
가게를 방문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름) 있어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고 있든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때든 언제나 중요합니다.

공개 범위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생각하는 공개 범위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공개일 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공개 
범위를 형성하는지 더 알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공개 
범위 유형을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또한 
공유되는 정보의 유형 및 공유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예를 들어 집 주소를 다음 사람과 공유하시겠어요?

 ` 부모님/보호자 또는 가족의 중요한 어른
 ` 친구
 ` 선생님
 `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
 ` 친구의 친구

 ` 단체 또는 회사

요약
설명 및 활동 안내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여러분 또는 공유하는 정보와 관련된 
사람이 해당 정보를 특정 공개 대상과 공유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는 잘못된 사람들과 공유하면 나중에 안 좋은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이 
집에 찾아올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험과 잠재적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개 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정보 공유의 효과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
토론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것이 직접 대화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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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텍스트를 통해 무언가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직접 대화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 가능한 답변: 상대의 반응을 볼 수 없다면 상대가 

여러분이 말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경우 말할 때 신체 언어와 
목소리의 어조 같은 상대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경우 맥락의 일부가 소실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다른 
유형의 문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예: 플랫폼에 정보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특정 규범이 있을 수 있음).

질문
 ` 맥락에 대한 특정 단서(예: 신체 언어, 목소리 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받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온라인 메시지를 어떻게 잘못 이해(예: 농담을 
오해해서 기분이 상할 수 있음)할 수 있을까요?

 `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다가 오해가 생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어요(예: 사과하거나 말하려고 
했던 내용을 설명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통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해를 풀기가 더 어렵거나 쉬울까요?

공개 대상이 누구인가요?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온라인 활동은 반드시 데이터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개인 정보와 온라인상에서의 평판을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자신이 게시하는 게시물을 누가 볼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조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삼자(예: 광고주, 
연구원 또는 회사) 또는 플랫폼 자체의 메타분석을 포함한 
분석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상의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내용과 회사 또는 광고주가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로그인한 시각, 로그인한 위치와 온라인 연결 관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 설정은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개 대상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완전히 전체 공개하거나, 친구의 친구에게만 
표시하거나, 친구에게만 표시하거나, 때로는 선택한 특정 
친구에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치 데이터 및 공유 권한도 
설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쿠키, 타게팅된 광고 및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옵션이나 설정을 일부 
변경하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과 기타 디지털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Privacy Badger 'Do Not Track' 확장 프로그램).

파트 2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나눕니다.

질문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개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룹 활동
설명 및 활동 안내
이러한 설정이 가진 기능을 살펴보고 상황과 플랫폼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설정을 알아봅시다.

각자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공개 
범위 설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공개 범위 설정은 
계정 설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부 플랫폼에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 범위 설정을 검토한 다음 파트너와 함께 이러한 설정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과 같은 공개 범위 
설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개 범위 설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예: 특정 설정이 어떤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설정을 변경한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변경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공개 범위 설정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 및 광고주와 
같은 제삼자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 관한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러한 모든 사항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 친구, 가족, 회사에 대해 디지털 공개 
범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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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참고 사항
5분 동안 같은 파트너와 토론한 후 다음 질문에 
대해 전체 그룹과 토론하도록 합니다.

토론
질문

 ` 전반적으로 계정이 전체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설정되어 있나요? 왜 이렇게 설정하기로  
결정했나요?

 ` 현재 공개 범위가 원하는 대로 설정되어 있나요?
 ` 언제 전체 공개로 공유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비공개  

설정은 언제 더 적합할까요?
 `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회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대화를 통해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지금까지 공개 범위와 우리가 공유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사람마다 메시지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 
공개 대상과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이상적으로 결정하는 
데 설정이 어떻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을 적용해봅시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각자 다음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하세요.

1. 시현이는 만 13세이며 이제 막 노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현이는 아직 자신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래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친구들과 나누고 의견을 듣고 싶어 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플랫폼을 
추천하고 싶나요? 그 플랫폼의 이상적인 공개 범위 
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2. 재욱이는 만 16세이며 요리와 새로운 조리법을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재욱이는 다양한 닭 요리를 만들면서 
매우 즐거웠고 조리법을 친구들과 요리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유형의 플랫폼을 
추천하고 싶나요? 그 플랫폼의 이상적인 공개 범위 
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3. 지연이는 만 18세이며 다음 달부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연이는 고용주가 이력서를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력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그러한 
일자리에 대해 자신의 자격이 충분하지는 잘 모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조언이나 추천을 
받고 싶지만 현재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연이에게 어떤 유형의 플랫폼을 
추천하고 싶나요? 그 플랫폼의 이상적인 공개 범위 
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과제
가능하다면 다음번에 그룹으로 모일 때 학생이 같은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고 각자 과제에 대한 생각을 파트너와 공유하도록  
합니다.

과제를 30분 안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이 과제는 강의 중에  
진행하거나 숙제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자료

10

다음 정보 중 4가지를 고르고 아래쪽 빈칸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이 정보는 그룹과 공유할 것입니다.  
레슨 자료에 이름을 써주세요.

(강사에게만 공개) 이름: 

이름의 첫 글자:

태어난 달:

거주지 도로명: 

부모님/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중요한 어른의 이름: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두려워하는 것:

추측 게임

디지털 기초  레슨 2: 공개 범위와 나



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강사가 첫 번째 부분을 거두어간 후에도 이 종이를 보관하세요. 강사가 각 자료를 큰 소리로 읽는 동안  
그룹에서 해당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일지 추측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측

디지털 기초  레슨 2: 공개 범위와 나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2 facebook.com/fbgetdigital

 ` 필수 질문  ` 온라인에서 비밀번호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나요?

 ` 연령  ` 11~18세

 ` 자료  ` '비밀번호에 대해 학습하기'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레슨 3

비밀번호

레슨 목표 
강력한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원칙, 비밀번호 공유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권한이 없는 계정 액세스를 방지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3: 비밀번호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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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기본 사항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는 웹사이트, 앱 및 기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정하는 
비밀번호의 강도에 따라 정보의 보안 수준이 결정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다음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학생에게 이번 또는 다른 활동 중에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질문
 `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나요?
 `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계정마다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나요?
 `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서로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하나의 비밀번호를 변형한 것인가요?
 `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어떤 

계정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질문
 ` 중요한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리나요?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드나요?
 ` 매일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있나요?
 `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다른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까요? 
 ` 누군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계정에 접속한다면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파트 2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나눕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파트너와 함께 토론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토론할 시간을 5분 줍니다. 그런 다음 그룹에 
토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어떤 해커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뱅킹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파트너와 이야기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토론할 시간을 5분 줍니다. 그런 다음 그룹에 
토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파트 3
설명 및 활동 안내
해커가 개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소셜 엔지니어링 등을 활용하여 
계정 주인을 속여 비밀번호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정을 등록한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 하도록 
요청하여,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도록 유도하고, 로그인하는 순간 해커가 
사용자의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커들은 가끔 'password123', 'test' 또는 사용자의 
성이나 이름과 같은 일반적인 구문을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추측해내려고 시도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이란, 해커가 여러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계정에 로그인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해커가 수동으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조합하여 
빠른 속도로 시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성이 높은 비밀번호 리스트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일치하는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물론 훨씬 더 정교한 무차별 대입 공격도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abc123' 또는 'password'처럼 가능성이 높은 비밀번호 
리스트에 포함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가능성이 적은 
비밀번호나 무작위 비밀번호를 시도하기 전에 가능성이 높은 
옵션을 시도하여 더 빠르게 비밀번호를 찾아냅니다. 해커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더 정교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름이 Toby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Toby'와 다양한 숫자 
조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예: 'Toby629' 또는 'Toby3020').

비밀번호 생성 원칙
질문

 ` '강력'한 비밀번호나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 왜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기초  레슨 3: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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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강력한 비밀번호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가 있다고 해서 계정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비밀번호가 취약한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정보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활동
질문

 ` 취약한 비밀번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예: 생년월일, 별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밀번호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이러한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나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실행하는 컴퓨터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더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 숫자, 대소문자와 기호를 추가하여 비밀번호를  

더 길게 만들고 일반적인 문구와 단어만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의견을 내면 칠판에 다음 지침을 적습니다. 

1. 적어도 하나의 숫자를 포함합니다.
2. 하나 이상의 기호를 포함합니다.
3. 최소한 하나의 대문자와 하나의 소문자를 포함합니다.
4. 비밀번호는 7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6. 비밀번호 관리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앱입니다.
7. 비밀번호는 하나의 일반적인 단어 또는 개인 정보

(생년월일, 부모 이름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8. 웹사이트 사이에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강력한 비밀번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판에 적힌 것처럼 '비밀번호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문자/숫자로 된 비밀번호에 
추측하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면, 다른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방법의 
단점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설명 및 활동 안내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비밀번호의 길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4개 이상의 서로 관련 없는 문자열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나 무차별 대입 공격 프로그램이 
비밀번호를 추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침에 
따른 방식보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와 숫자를 포함하면서 4개 이상의 
관련이 없는 단어로 된 문자열을 사용하여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기 어려운 고유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나눕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파트너와 함께 칠판에 썼던 이전 지침을 활용하여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보세요.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라도 일반적인 비밀번호 리스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나 컴퓨터가 쉽게 추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는 활동 종료 후에 다시 거두지 않습니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도 있으므로, 작성한 비밀번호를 
자신의 계정 중 하나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시간을 5분 줍니다. 그런 다음 방을 돌아다니며 
학생에게 가장 강력한 비밀번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학생이 만들어낸 비밀번호를 
직접 보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비밀번호가 이러한 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없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임의의 일반적인 단어를 
여러 개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화
학생이 파트너와 함께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도록 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4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5분 줍니다. 그런 다음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학생이 어떤 
비밀번호를 만들었는지 질문합니다. 학생에게 활동이 끝난 다음 
나누어준 종이는 거두지 않을 것이며 활동 중에 만든 비밀번호를 
실제 계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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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다단계(또는 2단계) 인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SMS,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밀번호와 
함께 입력해야 하는 일회성 코드를 전송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킹하기 어려운 보안 단계를 추가하여 
계정을 훨씬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계정과 연결된 
앱, 기기 또는 이메일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안전하게 
보호하기
설명 및 활동 안내
컴퓨터나 다른 사람이 알아내기 힘든 비밀번호를 만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비밀번호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비밀번호를 취약하게 하는 다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몇 가지 예를 들어,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양한 

계정에 적용하거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몇 년 동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얼마나 자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거나 
도용당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정을 등록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사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웹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세요.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거나 컴퓨터의 문서 파일에  

비밀번호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누군가가 그 종이를 찾거나 컴퓨터 파일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인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는 매일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계정을 사용합니다.  
매번 다른 웹사이트마다 로그인 로그아웃을 반복하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비밀번호 저장'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고 있나요?
 ` 학생이 직접 설명하도록 합니다. 
 ` 그리고 웹사이트가 쿠키를 저장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된 작은 크기의 파일로,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했을 때 로그인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컴퓨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쿠키는 한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광고 타게팅이 되는 것입니다.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질문
 `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컴퓨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비밀번호 필드에 검은 점 또는 별표로 
가려져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딘가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괜찮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부모님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Netflix와 같은 서비스에 공동/가족 계정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누구와 공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과 매우 가까운 친구가 '네가 나를 진정 
친구로 생각한다면'이라며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공유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온라인 계정에 액세스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와 공유하는 
것은 친한 친구와 공유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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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 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은행 계정을 해킹하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사칭하거나 여러분의 
비밀 중 일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등록한 어떤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면 
해당 계정을 다른 식으로 사용할 건가요?

질문
 ` 여러분이 무얼 하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Netflix

에서 시청하지 않거나 이메일에 쓰지 않을 내용이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 각자가 자신이 공유 계정을 사용할 때 나오는 습관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공유 계정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 소셜 미디어의 프로필처럼 여러분의 계정이 자신을 

가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칭하며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질문
 ` 사용하는 기기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도록 허용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친구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기가 
있나요? 해당 기기에서 계정을 공유했나요? 
아니면 각 사용자에게 고유한 계정이 있나요?

 ` 도서관, 학교 또는 다른 곳에 있는 '공용' 
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다른 기기에서 
하는 활동을 공용 기기에서도 하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나눕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파트너와 함께 학교, 도서관 또는 다른 커뮤니티 환경에서 
컴퓨터에 로그인한 적이 있는지와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 또는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계정을 둘러볼 
것인지 다른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5분 동안 토론을 완료하도록 한 다음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권한이 없는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권한이 없는 계정 액세스
파트 1
참고: 이 활동의   일부 내용은 '활동 #1: 비밀번호 기본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건너뛰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거나 임의로 추측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더 잘 추측하거나 회사 
사람을 설득하여 여러분의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계정을 해킹하지 않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을 소셜 해킹 또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예: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거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연락하려고 합니다.

 ` 웹사이트에서 묻는 보안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보안 질문 중 친구나 지인이 대답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질문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반려동물의 
이름, 태어난 장소, 어머니의 결혼 전 성,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이름,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런 정보를 누가 알고 있나요?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락하나요? 누가 
여러분의 연락처에 액세스할 수 있나요?

질문
 ` 낯선 사람이 보안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예: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알게 되거나 공개된 

정보를 온라인 검색하거나 여러 번 추측하거나 
친구에게 연락하여 알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가 포함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예를 들어 문구에 고양이의 이름이 적힌 
Instagram 게시물, 위치가 태그된 사진, 
공개적인 생일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3: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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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 있나요?

 ` 예: 검색 엔진에서 온라인상에 게재된 학교 
신문의 중학교 3학년 수업 사진을 볼 수 있다면 
담당 교사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답변을 아는 보안 질문을 선택하세요.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하거나 기억하기 쉽다면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임시 비밀번호 또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질문
 ` 이것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사용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안전한 방법인가요?
 `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예: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과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소셜 해킹은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속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친구, 가족 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예: 생년월일)
를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친구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킹하여 여러분이나 다른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생일 또는 성장한 곳에 대해 질문하는 것처럼 
보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의심스럽다면 친구에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연락하여 실제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공격을 
피싱(phishing)이라고 하며 이는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을 도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분이 
나중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피싱을 통해 신원을 도용한 사람이 여러분을 사칭하고 더 많은 
정보에 액세스하여 이메일을 훔쳐보고 여러분인 척하면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원을 도용한 사람이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계정에서 여러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제
학생이 다음 질문에 답변하고 '비밀번호에 대해 
학습하기' 레슨 자료에 자신의 응답을 텍스트 또는 
이미지/동영상 형식으로 추가하도록 합니다.

9. 이 레슨에서 배운 내용 중 다음번에 비밀번호를 
만들 때 적용하게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10.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사례는 무엇인가요?

11. 다른 사람과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은 무엇인가요?

12. 비밀번호를 알면 안 되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세 가지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기초  레슨 3: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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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레슨에서 배운 내용 중 다음번에 비밀번호를 만들 때 적용하게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

 `

 `

2.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사례는 무엇인가요?

 `

  

3. 다른 사람과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은 무엇인가요?

 `

 `

 `

4. 비밀번호를 알면 안 되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세 가지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

비밀번호에 대해 학습하기

디지털 기초  레슨 3: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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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슨 4

개방형 Wi-Fi

레슨 목표 
개방형 Wi-Fi 네트워크와 그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레슨을 통해 보안되지 
않은 Wi-Fi를 인식하고, 보안되지 않은 Wi-Fi 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하며, 언제 보안되지 
않은 Wi-Fi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필수 질문
 ` 개방형 Wi-Fi에 연결할 때 여러분의 정보는 어느 정도 안전한가요?
 ` 개방형 Wi-Fi 사용의 위험성과 장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 연령  ` 15~18세

 ` 자료 
 ` '보안 연결' 레슨 자료
 ` '보안 연결' 레슨 자료 - 강사를 위한 자료
 ` 무선 모뎀 이미지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4: 개방형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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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란? 
파트 1
질문

 ` 어떤 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나요?
 ` 그 기기는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되나요?

이미지 준비 및 참고 사항
Wi-Fi는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Wi-Fi는 무선 신호를 사용하여 물리적 연결이나 유선 연결  
없이 기기를 연결합니다.

집에 인터넷에 연결하려는 노트북이 3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는 Wi-Fi 신호를 전송 
(브로드캐스트)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기기에서 이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브로드캐스트하는  
무선 신호에 로그인하여 사용하려면 특별한 권한 
(예: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라우터: 라우터는 주어진 위치(예: 학교, 도서관, 집)에 있는 
모든 기기(예: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 간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우터에는 액세스 
포인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위 다이어그램 참조).

 ` 라우터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개 범위가 좁기 
때문에 기기가 라우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Wi-Fi 신호가 약하거나 전혀 수신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벽돌 벽처럼 라우터와 사용자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있으면 신호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 라우터에 연결하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터넷 액세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기기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라우터를 모뎀에 연결해야 합니다.

3. 모뎀: 모뎀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입니다. 
주어진 위치의 외부에서 신호를 컴퓨터 및 기타 
디지털 기기에서 읽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합니다.

 ` 일반적인 설정에서 액세스 포인트와 라우터는 이더넷 
케이블이라는 특수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뎀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기기입니다. 이 기기가 
바로 '유선' 인터넷 연결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기기입니다. 학교, 도서관 또는 집의 네트워크를 
벗어났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는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은 라우터보다 
도달하는 영역이 넓은 일종의 무선 라디오 신호입니다. 
무선 연결은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
셀 타워'라고 하는 특정 송수신기를 사용합니다.

파트 2
질문

 ` Wi-Fi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Wi-Fi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유선 인터넷 연결과 비교했을 때 Wi-Fi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건물을 벗어나면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던 Wi-Fi  

액세스가 해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초  레슨 4: 개방형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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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네트워크 선택하기
질문

 ` 모든 Wi-Fi 네트워크가 안전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사용할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되지 
않은 Wi-Fi 네트워크는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정보를 
훔치거나 여러분이 하는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Wi-Fi 네트워크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암호화되며 로그인하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이름이 실제로 지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네트워크의 이름을 
도용한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면 계정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Wi-Fi 네트워크의 상황 또는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Wi-Fi 연결을 찾고 있는데 
휴대폰에 학교 네트워크 이름이 표시된다면 이를 의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서 비밀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학교 네트워크를 
모방하거나 '스푸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된 Wi-Fi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경우 소유자는 
라우터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토콜에는 WEP(Wired Equivalent Privacy, 유선급 
보호), WPA(Wi-Fi Protected Access, Wi-Fi 보호 접속) 
또는 WPA2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되는 정보가 암호화('스크램블')되도록 합니다.

암호화는 해커들이 전송 내용을 쉽게 보지 못 하도록 고안된 
것이지만 위에 언급한 모든 프로토콜(WEP, WPA, WPA2)
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보내는 경우 보안 웹 연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는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암호화를 사용하면 
연결 상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삼자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HTTPS는 보안 단계를 한층 더하며 사용하는 
URL 앞에 'https://'만 추가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https://www.mysite.com). 그러나 
모든 웹사이트에서 HTTPS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 'HTTPS://'가 주소 앞에 있는 웹페이지에서만 중요한 정보 
(예: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대부분의 주요 브라우저에는 HTTPS 연결을 나타내기 위해 
주소창 주변에 자물쇠처럼 보이는 보안 표시가 있습니다.

3. 안타깝게도 일부 악성 웹사이트에서도 HTTPS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HTTPS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는 인터넷 연결을 보호하지만 
웹사이트가 악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 소켓 계층)/TLS(Transport 
Layer Security, 전송 계층 보안)는 HTTPS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SSL/TLS는 실제 
열쇠와 거의 유사한 디지털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만 알리고 싶은 비밀을 종이에 적었다면, 
그 종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복제한 열쇠를 준 다음 열쇠가 
맞는 잠긴 상자에 비밀을 넣어 보냈다고 가정해보세요. 
누군가가 상자를 훔쳐도 열쇠가 없으면 비밀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자를 비슷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은 열쇠가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SSL/TLS는 이러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에서 작동합니다.

브라우저 보안 표시도 EV(Extended Validation, 확장 검증) 
인증서 정보를 알립니다. EV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신원을 
확인한 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EV 표시는 브라우저의 주소창 
옆에 사이트 이름이나 등록 항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의심스러운 경우 '
인증서 보기'를 클릭하여 인증서의 URL이 브라우저의 URL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화면으로 학생에게  
'인증서 보기'를 찾는 방법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보기'를 찾는 방법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Chrome의 경우 'View'(보기)에서 'Developer'(개발자)를 
클릭한 다음 'Developer Tools'(개발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 '개발자 도구'에서 '보안' 탭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질문
 ` 새로운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가능한 답변: 위치(네트워크 소유자), 액세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사람) 및 활동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작업) 등.

 ` 집에서 Wi-Fi 네트워크를 누가 소유하나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카페에서는 어떤가요?

 ` 집에서는 부모님/보호자가, 학교에서는 
관리자/관할 지역이, 카페에서는 카페 
주인이 Wi-Fi 네트워크를 소유합니다. 

 `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나요? 
이 사람들을 신뢰하나요?

 ` 학생이 이 사람들을 각각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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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Wi-Fi 네트워크를 호스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SSID를 사용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SID(Service Set Identifier, 서비스 세트 식별자)는 연결을 
시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Wi-Fi 네트워크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SSID는 종종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람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타 
상세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법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SSID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SSID와 동일한 SSI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칭하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를 호스팅하는지 알고 있다면 네트워크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호스팅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연결하려는 라우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이 라우터를 통과하므로 소유자가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Wi-Fi에 연결하면 기기가 로컬 기기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해당 네트워크는 더 넓은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기기가 
해당 네트워크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므로 연결된 다른 
기기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기기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그룹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를 완전히 
공개할 때보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든 친구든 카페의 다른 고객이든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네트워크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선택은 온라인 보안 측면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얻는 편리함과 
계정이 침해될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질문
 ` 집에서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온라인 

뉴스/블로그를 읽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카페에서는 어떤가요?

 ` 웹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런 활동은 
어느 네트워크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카페에서는 어떤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카페 Wi-Fi가 아닌 가정 Wi-Fi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에 대해 토론하세요. 또한 학교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매우 민감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집에서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개인 이메일을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카페에서는 어떤가요?

 ` 이메일 계정의 내용에 따라 가정 네트워크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에 대해 
토론하세요. 예를 들어 용도가 다른 이메일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마케팅/프로모션을 위한 이메일 계정과 
친구 및 가족을 위한 다른 이메일 계정).

설명 및 활동 안내
비밀번호와 금융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는 공유된 
개방형 네트워크보다는 SSL/TLS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비공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사용자가 모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액세스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정보가 
민감하거나 민감하지 않은 정도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할지 판단하기 위해 각 상황을 자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네트워크의 소유자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 공유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세요.

보안 네트워크와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
파트 1
참고: 이 활동의   일부 내용은 '활동 #2: Wi-Fi 네트워크 
선택하기'에서 다뤘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건너뛰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전에 언급했듯이 보안되지 않은 Wi-Fi 네트워크는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된 Wi-Fi 네트워크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이 암호화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암호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뒤섞으므로 동일한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해커가 
여러분이 주고받는 정보를 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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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보호되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안전하지만 집요한 해커는 여전히 
여러분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 가지 암호화 프로토콜에는 WEP(Wired 
Equivalent Privacy, 유선급 보호), WPA(Wi-Fi 
Protected Access, Wi-Fi 보호 접속) 또는 WPA2가 
있습니다. WEP와 WPA는 예전 방식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는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WPA2는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SSL/TLS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질문
 ` 비밀번호로 보호된 네트워크를 사용해본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나요?
 ` 가정 Wi-Fi, 학교 Wi-Fi, 카페와 같은 일부 공공장소의 

Wi-Fi 네트워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해본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나요? 보안된 네트워크의 예를 들 수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기기의 네트워크 또는 무선 설정을 검토하여 Wi-Fi 
네트워크의 암호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여러 운영 체제에서 
Wi-Fi 네트워크 암호화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에서 어떤 종류의 암호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MacOS의 경우 
'System 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 -> 'Network' 
(네트워크) -> 'Select Wi-Fi'(Wi-Fi 선택)에서 적절한 
네트워크 이름을 클릭합니다. Wi-Fi 탭 아래 알려진 네트워크 
리스트와 사용된 암호화 유형을 나타내는 열이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연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이 해제되면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SSL/TLS 연결을 사용하지 않으면 웹 트래픽
(페이지, 비밀번호 등)과 같이 주고받는 정보를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으므로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기술에 대한 학생의 지식수준에 따라 Wi-Fi를 사용할 
때 VPN(Virtual Private Networks, 가상 사설망) 
사용과 관련된 추가 보안을 논의해보세요. 

보안 연결 인식하기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2~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보안 
연결' 레슨 자료를 나누어준 다음 각 그룹에 시나리오를 
정해줍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토론을 5분 동안 완료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의견을 그룹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과제
1. 일반적인 하루의 타임라인을 그리고 연결하는 

Wi-Fi 네트워크를 표시하세요.
2. 타임라인에 표시한 네트워크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각에 대해 짧은 단락을 작성하여 설명하세요. 누가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나요? 보안 수준은 어떤가요?

3. 또한 선택한 두 네트워크에 대해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했을 때 따르는 장점과 위험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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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보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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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액세스 활동 위험도

친구 집 친구의 가족 온라인 게임

카페 고객만 사용 가능 소셜 미디어

도서관 회원만 사용 가능 금융 거래

공항 일반 대중 이메일

시나리오마다 위치와 액세스 수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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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연결
강사를 위한 자료

25

위치 액세스 활동 위험도

친구 집 친구의 가족 온라인 게임

낮음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만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활동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페 고객만 사용 가능 소셜 미디어

중간 
소셜 미디어에 항상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카페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도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만 사용 가능 금융 거래

높음 
금융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도서관의 인터넷 
액세스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해도 누가 내 
정보에 악의적으로 액세스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공항 일반 대중 이메일

높음 
이메일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마다 위치와 액세스 수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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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6 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5

사이버 보안, 피싱, 스팸

레슨 목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악의적인 온라인 사용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안전한 행동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스팸 
메시지를 식별하고, 비밀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 필수 질문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때 여러분의 정보, 기기, 자산(예: 비밀번호)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연령  ` 15~18세

 ` 자료  ` '스팸' 레슨 자료
 ` '스팸' 레슨 자료 - 강사를 위한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5: 사이버 보안, 피싱,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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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험
설명 및 활동 안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웹페이지에 액세스하거나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둘러볼 때 액세스하는 
웹사이트,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제삼자가 
여러분의 위치 또는 기타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 취약한 온라인 보안을 악용하여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보려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 가능한 답변으로는 악의적인 해커, 정부 감시  

등이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웹을 둘러볼 때 악의적인 해커가 인터넷 공급자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안전한 연결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든 많은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여러분의 사용 패턴을 
추적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 위치 및 기타 사용 
패턴을 관찰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악의적인 해커가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그들이 찾고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 로그인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추적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를 들어 개인 식별 정보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악성 코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악성 코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악성 코드는 컴퓨터에서 비밀스럽게 실행되는 악의적인 
코드입니다. 일부 악성 코드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브라우저 
데이터까지 로컬 컴퓨터의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를 통해 해커는 컴퓨터를 
장악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프로그램은 은행과 같은 보안 포털을 모방하는 웹사이트나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해 브라우저에 광고를 표시하는 
확장 프로그램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질문
 ` 악성 코드, 염탐 또는 추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링크, 광고 또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할 때 주의하세요. 
URL이 예상한 것과 일치하나요? 페이지를 다시 입력하거나 
웹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나요? SSL/
TLS가 중요한 계정(예: Google, Facebook, Twitter 
또는 은행 계정)의 모든 로그인 페이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SSL/TLS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URL을 
입력했을 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해커가 가짜 웹사이트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SSL/TLS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가짜 웹사이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플랫폼에 코딩 실수가 있을 때 개인 
정보 또는 온라인 계정에 액세스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계정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스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의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 또는 설치해야 
하며, 실행 파일(.exe, .pkg, .sh, .dll, .dmg 확장자)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행 파일은 작업을 
실행하는 모든 파일을 말합니다. 때때로 실행 파일이 해롭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텍스트를 작성하여 누군가의 하드 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가짜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의 콘텐츠만 설치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예: Windows
용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일부 운영 체제(예: 
Apple 컴퓨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차단하는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무시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플러그인을 차단하여 웹사이트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플러그인이 웹사이트의 
기능(예: 동영상 시청 기능)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지는 여러분의 선호와 온라인 
보안 측면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추적당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편한가? 내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 
콘텐츠를 얼마나 보고 싶은가(예: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 
동영상을 렌더링하는 플러그인을 차단하는 경우)?

보안 도구
참고: 이 활동의   일부 내용은 '활동 #1: 온라인 위험'
에서 다뤘습니다. 활동 #1에 참여했다면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건너뛰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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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을 사용할 때 과연 안전한지 알고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적절한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전 섹션에서 
설명했던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항상 새로운 온라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 누군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웹사이트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HTTPS는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암호화를 사용하면 
연결 상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삼자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HTTPS는 보안 단계를 한층 더하며 사용하는 
URL 앞에 'https://'만 추가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https://www.mysite.com). 그러나 
모든 웹사이트에서 HTTPS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 'HTTPS://'가 주소 앞에 있는 웹페이지에서만 중요한 
정보(예: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능하면 언제든지 HTTPS 사용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주요 브라우저에는 HTTPS 연결을 나타내기 위해 
주소창 주변에 자물쇠처럼 보이는 보안 표시가 있습니다.

4. 안타깝게도 일부 악성 웹사이트에서도 HTTPS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HTTPS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는 인터넷 연결을 보호하지만 
웹사이트가 악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 소켓 계층)/TLS(Transport 
Layer Security, 전송 계층 보안)는 HTTPS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SSL/TLS는 실제 
열쇠와 거의 유사한 디지털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만 알리고 싶은 비밀을 종이에 적었다면, 
그 종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복제한 열쇠를 준 다음 열쇠가 
맞는 잠긴 상자에 비밀을 넣어 보냈다고 가정해보세요. 
누군가가 상자를 훔쳐도 열쇠가 없으면 비밀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자를 비슷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은 열쇠가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SSL/TLS는 이러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에서 작동합니다.

브라우저 보안 표시도 EV(Extended Validation, 확장 검증) 
인증서 정보를 알립니다. EV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신원을 

확인한 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EV 표시는 브라우저의 주소창 
옆에 사이트 이름이나 등록 항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V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신원을 확인한 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브라우저에서 EV 표시는 주소창 옆에 웹사이트 
이름이나 등록 항목의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의심스러운 경우, '인증서 보기'
를 클릭하여 인증서의 URL이 브라우저의 URL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화면으로 '인증서 보기'를 찾는 
방법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보기'를 찾는 
방법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Chrome의  
경우 'View'(보기)에서 'Developer'(개발자)를 클릭한 다음 
'Developer Tools'(개발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Developer Tools'(개발자 도구)에서 'Security'(보안) 탭을 
클릭한 다음 'View Certificate'(인증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신뢰할 수 없는 소스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도,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지 못 하도록 합니다.

'피싱' 행위는 주로 합법적인 척하는 집단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길 요구합니다. 스팸 
필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스팸 메일이 받은 편지함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팸 필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받은 편지함에서 수상한 이메일을 스팸으로 표시하세요.

질문
 ` 컴퓨터에 악성 파일을 실수로 다운로드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세요. 모르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거나 
팝업 창 혹은 에러 메시지를 클릭하는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악성 코드 방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공유
질문

 ` 어떤 경우에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 가능한 답변에는 공유 계정(예: Netflix) 등이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나요?
 ` 악의적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 해당 

계정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공유된 
비밀번호를 다른 웹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유된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사용자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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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요구하는 앱 이외에 다른 누구와도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피싱은 
누군가를 속여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계정에 액세스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계정이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밀번호를 대놓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정에 생긴 문제를 
살펴보고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일 수도 
있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그 
비밀번호를 여러 계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려는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 관리자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공유하세요.

부모님, 선생님 또는 고용주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신뢰하는 
성인이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잘 알고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상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성인인 경우, 비밀번호를 공유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과 규정에 대해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은 
사법당국 직원과 같이 가족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인이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다른 정부 인사가 소셜 미디어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침착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들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어떤 법 또는 규정이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지 물어보세요.

부모님/보호자, 선생님, 고용주,   사법당국 직원, 정부 인사 
또는 기타 성인이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현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이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부모님/보호자 또는 
다른 신뢰하는 성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전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
 ` 과연 어떤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공유해도 될까요?

 ` 예: 액세스를 시도하는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공유하세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호화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메일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과제
파트 1
레슨 자료
학생을 2~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스팸'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 각 학생이 스팸을 식별하는 
방법과 특정 개인/그룹의 특정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순서도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각 시나리오를 읽어 보고 메시지가 스팸인지, 그리고 시나리오 
속 개인/그룹과 정보를 공유해도 될지에 대해 토론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토론할 시간을 10분 줍니다. 그런 다음, 의견을 그룹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질문
 ` 어떤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하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회사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대상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은 거의 대부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파트 2
다음 활동은 개별 활동이므로 그룹을 떠나 각자  
진행하도록 합니다.

15분 동안 순서도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종이 한 장에 개인이 스팸을 식별하는 방법과 특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순서도를 작성하세요. 
특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슨 자료에 제시된 시나리오를 사용해도 
좋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레슨 자료에 
제시된 시나리오를 선택한 경우 순서도 위에 시나리오의 
번호를 써주세요. 직접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순서도 위에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주세요.

15분 동안 순서도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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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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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변호사로부터 먼 친척이 여러분에게 돈을 남겨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돈을 받으려면 입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번호와 은행 식별 번호를 보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친구가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분이 이전에 보여줬던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진을 보내주기 위해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네 계정에 로그인해서 금방 사진을 다운로드할게. 비밀번호가 뭐지?"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3 여러분은 학교로부터 많은 학생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에는 "최근에 
많은 학생의 계정이 해킹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재설정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나리오 4 정식으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은행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계정에 가능한 한 빨리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메시지가 스팸인지와 해당 인물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주어진 공간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스팸

디지털 기초  레슨 5: 사이버 보안, 피싱, 스팸



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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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변호사로부터 먼 친척이 여러분에게 돈을 남겨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돈을 
받으려면 입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번호와 은행 식별 번호를 보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이 이메일은 스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친척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더라도 실제로는 친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 친척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며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를 보내지 말고 먼저 연락했다 하더라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은 암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는 정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병원, 변호사, 은행에서는 여러분과 연락하는 데 특별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
친구가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분이 이전에 보여줬던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진을 보내주기 위해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네 계정에 로그인해서 금방 사진을 다운로드할게. 비밀번호가 뭐지?"라고 합니다.

 ` 이것은 스팸 메시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온라인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 해커 또는 
방관자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본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여러분은 학교로부터 많은 학생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에는 "최근에 많은 학생의 
계정이 해킹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재설정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밀번호를 묻는 이메일은 스팸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4
정식으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은행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계정에 가능한 한 
빨리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올바른 대처 방법은 새로 브라우저 창을 열고 평소 액세스하는 방식 그대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해킹되었다고 알리는 등의 정보는 보통 회사 또는 은행 고객 포털에서 안내됩니다. 포털에 있는 지침은 따라 해도 
안전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3에서처럼 적법한 사람은 여러분의 계정 로그인 정보를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메시지가 스팸인지와 해당 인물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주어진 공간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스팸
강사를 위한 자료

디지털 기초  레슨 5: 사이버 보안, 피싱, 스팸



32 facebook.com/fbgetdigital

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슨 6

온라인 검색의 이해와 평가

레슨 목표 
 ` 검색할 때와 온라인 소스를 선택할 때 인기도와 신뢰도가 주로 고려해볼 개념임을 이해합니다.

 ` 학생이 직접 정보를 찾고 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색 결과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듭니다.

 ` 필수 질문  ` 인터넷에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 연령  ` 11~14

 ` 자료 
 ` 종이
 ` 펜 또는 연필
 ` 'Google 검색 샘플'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디지털 기초  레슨 6: 온라인 검색의 이해와 평가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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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개요
Google을 비롯한 검색 엔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이 레슨은 온라인 검색 도구를 통해 정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학생이 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인기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구분하여 Google 검색 결과를 평가합니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어떤 소스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관련성 있는지 각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학생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고 'Google 검색 샘플'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학생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부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결과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합니다.  
전체 학생과 함께 '신뢰도'의 정의를 내리고 칠판에  
적습니다.

2. 그룹별로 각 그룹에서 정한 순위를 발표하고 그렇게 
순위를 매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3. 칠판에 '신뢰할 수 있는 소스', '신뢰할 수 없는 소스'
라는 제목의 표를 만듭니다. 학생이 매긴 순위에 따라 
검색 샘플의 각 소스를 해당하는 열에 적습니다. 
학생이 순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레슨 자료에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도 순서가 
아니라 인기도, 위치, 검색 내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5. 학생에게 파트너와 함께 검색 결과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6. 체크리스트 항목을 공유하고 학급 전체의 리스트로 
종합하도록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과 
여건이 되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웹사이트가 .edu로 끝나는지 여부, 웹사이트 
제목에 주관적 의견이 들어가 있으면 안됨 등)

7.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웹사이트 또는 페이지인가? (개인 

블로그, 토론 페이지, 상담란은 신뢰할 수 
없는 소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 웹사이트가 교육 기관이나 단체로 연결되는가?
 ` 웹사이트가 연합통신(Associated Press)이나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같이 사실 확인을 
거치는, 내가 들어본 뉴스 소스에서 나온 것인가?

 ` 웹사이트의 URL이 .edu, .com, .org, .net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다른 주소로 끝나는가?  
이 주소가 웹사이트에 대해 어떤 정보를 주는가?

 ` 웹사이트의 제목이 '낚시성 콘텐츠'이거나 웹사이트에 
감정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가?

 ` 페이지나 사이트에 믿을 수 있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는가?

 ` 저자가 인용문의 출처를 명시하는가?
 ` 제목에 주관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가?
 ` 웹사이트나 기사가 언제 게시되었는가?

8. 강의 중 토론에서 학생이 주요 항목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추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9.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검색 결과가 전적으로 신뢰도만을 바탕으로 나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뢰도 
체크리스트가 왜 중요한가요? 이 활동이 여러분이 
온라인 검색 결과를 대하는 자세에 변화를 주었나요?

용어
알고리즘 (algorithm, 명사) 특히 컴퓨터의 계산이나 
문제 해결 작업에서 따르도록 정해진 절차 또는 규칙.

검색 알고리즘 (search algorithm, 명사) 검색창에 입력된 
응답을 검색 엔진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절차.

신뢰도 (reliability, 명사) 믿을 수 있는 성질.

인기도 (popularity, 명사) 많은 사람의 
호감이나 지지를 받는 상태나 조건.

출처: 
Google Dictionary 
merriam-webster.com 
en.oxforddictionaries.com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
tolerance-lessons/understanding-and-
evaluating-online-searches

디지털 기초  레슨 6: 온라인 검색의 이해와 평가



레슨 자료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휴대폰이 십대에 영향을 미친다'를 검색했을 때의 검색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까지 소스의 순위를 매기고 왜, 어떻게 그렇게 순위를 매겼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Google 검색 샘플

십대의 건강에 휴대폰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livestrong.com > Parenting 
2015년 8월 13일 - 많은 십대가 휴대폰 중독에 빠졌다. 수면 부족부터 운전 중 문자 전송까지, 휴대폰은 십대에게  
건강의 위협을 준다...

휴대폰이 십대에게 미치는 7가지 부정적 영향 | MomJunction
momjunction.com › Early Teen › Safety 
2017년 1월 6일 - 휴대폰이 십대에게 정말 좋을까요? 휴대폰이 십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규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읽어보세요...

휴대폰: 십대에 미치는 신체적 영향 | The Composition of...
openlab.citytech.cuny.edu/the-composition-of-happiness-f2014/2014/11/24/cell-phones-physical-
effects-on-teenagers 
2014년 11월 24일 - 휴대폰이 십대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더 불안정하고 부주의하며 수면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와 피로도 등이 더 높다.  
기사를 인용하자면, '휴대폰 중독이 일반화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미치는 휴대폰의 영향 조사 | HuffPost
huffpost.com/entry/examining-the-effects-of-mobile-phones-on-kids-and-teens_b_8633658 
2015년 11월 27일 - 연구자들은 10~18세 아이들이 휴대폰의 RF EMF(무선주파수 전자기장)에 노출될 경우 수면과 뇌의  
운동 패턴,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 휴대폰과 다른 기술 기기의 RF EMF 방출이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있지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조사된 적이 없다.

휴대폰이 십대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 CBS News
cbsnews.com/news/what-do-mobile-phones-do-to-teenage-brains 
2014년 5월 20일 - 성장기의 뇌와 기억력, 집중력에 대한 휴대폰 기술의 영향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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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검색 샘플

휴대폰과 십대: 영향, 결과와 우려...
unitec.researchbank.ac.nz/handle/10652/1270 
저자: S Ravidchandran - 2009년 - 인용: 관련 기사 4건 배경: 사람들, 특히 청소년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은 아주 흔하다. 심도 있는 증거를 제시한 논문이...

십대의 휴대폰 중독 | PsychGuides.com
psychguides.com/guides/teen-cell-phone-addiction 
십대 휴대폰 중독의 신호와 증상과 중독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 중독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세요.

십대와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모가 알아야 할 것 | CHLA
chla.org/blog/rn-remedies/parents-guide-teens-and-cell-phones 
십대들 사이에서 휴대폰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 문제는...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십대와 스크린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 TV, 휴대폰 등의 영향...
fit.webmd.com/teen/recharge/article/teens-screen-time 
십대들 대부분은 TV, 컴퓨터, 휴대폰 화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는 기분, 학업, 신체적 건강과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다. WebM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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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초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슨 7 

온라인 소스 평가

레슨 목표 
 ` 소스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편견과 정확성에 대해 소스를 평가합니다.

 ` 일반적인 판단 오류를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 소스 평가를 위한 평가 수단이나 도구를 만듭니다.

 ` 필수 질문
 ` 민주주의에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온라인 소스나 뉴스 기사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어떤 평가 도구가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연령  ` 15~19세

 ` 자료 

 ` 소셜 미디어에서 횡행하는 허위 뉴스 기사 
edition.cnn.com/2016/11/20/opinions/fake-news-stories-thrive-donath/ 
index.html

 ` 온라인 리소스 평가를 위한 안내 
hostingfacts.com/evaluating-online-resources/#Checklist

 ` 허위 뉴스 판별에 대한 10가지 질문 
courts.ca.gov/documents/BTB24-PreCon2G-3.pdf

 ` C.R.A.P. 테스트로 소스 평가하기 
libraries.mercer.edu/research-tools-help/citation-tools-help/ 
evaluating-sources

 ` 믿거나 말거나: 소비자의 질문 활용하기, 17~18쪽
 ` 인터넷 리소스 평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웹사이트 

eduscapes.com/tap/topic32.htm
 ` '소스의 신뢰도 평가' 레슨 자료

 ` 준비  ` 각 레슨 자료를 학생당 한 부씩 또는 그룹당 한 부씩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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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개요
민주주의는 정보가 개방적으로 공유되고 대중이 
소비하는 정보를 신뢰할 때 번영합니다. 이 레슨에서 
학생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소스를 찾고 그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온라인 소스의 
신빙성을 평가할 방법을 토론하고 몇 가지 웹사이트와 
뉴스 기사를 검토하는 데 그 전략을 활용합니다.

절차
1. 학생에게 뉴스를 어떻게 접하는지 물어보면서 레슨을 

시작합니다. 소셜 미디어나 뉴스 앱, TV, 전통적인 
종이 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역사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케이블과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TV 방송사가 네 개뿐이었고 독자가 뉴스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은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학생에게 뉴스를 접하고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이해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습니다.

2. 학생에게 'Fake News Stories Thriving on Social  
Media'(소셜 미디어에서 횡행하는 허위 뉴스 기사)라는  
CNN 기사를 보여줍니다. 전체 학생과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 일부 사람들이 허위 뉴스 기사를 공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 허위 뉴스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대중이 언론의 신빙성에 회의감을 품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3. 2016년에 진행된 온라인 행동 분석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인 기사보다 허위 뉴스 기사가 
공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학생과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 허위 뉴스 기사가 진짜 뉴스 기사보다 더 
많이 공유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가짜 정보 공유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 Facebook과 Twitter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독자에게 일부 기사가 허위 뉴스라는 
점을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뉴스 소비자로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사실인 기사를 올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학생이 각자 생각해본 후 짝을 지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고 파트너와 함께 아래 설문에 빠르게 
답하도록 합니다. 자원하는 학생에게 각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하도록 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 나는 어떤 기사에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기사를 읽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대답하세요.)

 ` 나는 어떤 기사에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기사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대답하세요.) 
 

 ` 나는 어떤 기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전에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생각해본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대답하세요.)

5. 설문 결과에 대해 토론한 후 학생에 다음 
질문을 하여 대화를 확대합니다.

 ` 민주주의에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우리가 정확한 정보(사실이며 오류가 없는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 편견(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선입견)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6. 학생에게 정보에 편견이 개입되었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도구는 대부분 정보의 소스(저자, 게시자)를 
확인하거나 기사의 목적, 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도, 그리고 소스의 신빙성과 독자를 확인합니다.

7. 학생을 4~5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각 그룹에서 
'소스의 신뢰도 평가' 레슨 자료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각 그룹에 '인터넷 리소스 평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를 하나씩 배정합니다.

8. '소스의 신뢰도 평가' 레슨 자료를 완료할 시간을 줍니다.
9. 학생이 레슨 자료를 완료하면 다음 질문을 활용하여 

평가 도구의 효과에 대해 그룹 토론을 유도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소스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웹사이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웹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했나요?

 ` 웹사이트나 뉴스 기사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데 도구가 도움이 되었나요?

 ` 도구의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나요?
 ` 도구의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 이 도구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데 첫 번째로 사용한 방법과 두 

번째로 도구를 사용한 방법을 비교하고 대조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판단 오류를 피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왜 그런가요?

활동 확장
1. 학생이 개인적으로 소스 평가 활동의 결과를 

요약하여 짧은 발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웹사이트와 조사한 기사의 이름
 ` 첫 번째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평가 

도구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 비교
 ` 도구의 가장 효과적이었던 점과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던 점
 ` 소스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취할 단계
 ` 효과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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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뉴스 기사와 웹사이트를 평가할 때 사용할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며칠 동안 사용해보고 배운 점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용어
허위 뉴스 (fake news, 명사) 진실인 것처럼 
게시되는 가짜 정보나 선전.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명사)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전문적 인맥을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평가 도구 (evaluation tool, 명사) 어떤 것의 신뢰성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과정 또는 절차.

신빙성 (credibility, 명사) 어떤 것의 신뢰성이나 신뢰도.

편견 (bias, 명사) 선입견. 한 사람이나 한 관점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관점보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

정확성 (accuracy, 명사) 사실이거나 옳거나 
정확한 상태나 성질. 오류나 결함이 없음.

신뢰도 (reliability, 명사) 정확성, 정직성, 
업적에 대해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출처: 
dictionary.com 
freethesaurus.com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evaluating-onlin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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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에서는 그룹 멤버와 함께 인터넷 소스의 신빙성과 몇 가지 평가 도구의 효과를 판단합니다. 

지침 

1. 평가할 웹사이트가 배정될 것입니다.
2.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웹사이트 평가에 나의 방법 사용' 차트에 답변을 입력하세요.
3. 아래 나와 있는 몇 가지 신빙성 평가 도구를 검토해보세요. 도구 중 하나를 고른 

후 이 도구를 사용하여 배정받은 웹사이트를 다시 검토하세요.
 ` '온라인 리소스 평가를 위한 안내'  

hostingfacts.com/evaluating-online-resources/#Checklist
 ` '허위 뉴스 판별에 대한 10가지 질문'  

courts.ca.gov/documents/BTB24-PreCon2G-3.pdf 
 ` 'C.R.A.P. 테스트로 소스 평가하기'  

libraries.mercer.edu/research-tools-help/citation-tools-help/evaluating-sources
 ` '믿거나 말거나: 소비자의 질문 활용하기', 17~18쪽 

newseumed.org/tools/lesson-plan/believe-it-or-not-putting-consumers-questions-work
4. 신빙성 평가 도구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웹사이트 평가에 신빙성 도구 사용' 차트에 답변을 입력하세요.

소스의 신뢰도 평가

https://hostingfacts.com/evaluating-online-resources/#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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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평가에 내 방법 사용 

웹사이트의 이름:  

소스 (링크 또는 미디어 이름):

웹사이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나열하고 각 방법에 따라 어떤 결과에 도달했는지 적어주세요.

1.

2.

3.

4.

5.

해당 웹사이트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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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평가에 신빙성 도구 사용 

웹사이트의 이름:  

도구의 이름:

소스 (링크 또는 미디어 이름):

웹사이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나열하고 각 방법에 따라 어떤 결과에 도달했는지 적어주세요.

1.

2.

3.

4.

5.

해당 웹사이트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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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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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공개 대상을 구별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어떤 정보가 나타나길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 필수 질문  ` 온라인상의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령  ` 13~18세

 ` 자료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슨 자료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 자료 - 강사를 위한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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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1

온라인 평판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3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누가 비밀을 알고 있나요?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어떤 비밀이 있나요? 이 비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적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음 질문들에 답변해보세요. 답변을 소리 내어 
말하거나 적지 마세요.

1. 여기에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나요?

2. 얼마나 많은 이웃이 이 비밀을 알고 있나요?
3. 얼마나 많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나요?
그 비밀을 종이에 적어야 하고 이 그룹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이 
그 비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만 답하고 말하거나 
적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난 후를 가정하고 답변해보세요.

1.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2. 이제 이웃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3. 이제 얼마나 많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비밀이나 다른 정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해당 정보의 '공개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공개 대상이 매우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정보와 활동의 공개 대상을 
파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은 경우 공개 
대상이 빠르게 확대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 장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정보, 특히 창피한 정보를 흥미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할 때 (문자 메시지 또는 개인 메시지처럼 
단 한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일지라도)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공개 대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트 3
질문

 ` 소셜 미디어에 상태 업데이트, 사진 또는 기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도하는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공개 범위 설정뿐만 아니라 선택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공개 대상은 가장 가까운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만을 포함할 수도 있고,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검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대상이 
누구이든 누군가는 정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사진 또는 스크린샷을 촬영하거나, 오프라인 
대화 또는 온라인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경우 의도하는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Facebook 타임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경우(예: 사진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 또는 사진에 상대방을 
태그하는 경우) 의도하는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과 상대방의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관리자 또는 학교의 
선생님 등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메시지(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의 비공개/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의도하는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공개 대상은 메시지의 수신자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해당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질문
 `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진/스크린샷을 이용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직접 

휴대폰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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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한 공개 대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보는 것이 
유용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더 많은 공개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나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도한 공개 대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의도한 공개 대상 이외의 사람과 공유하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학교/대학교 지원, 채용 지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평판 알아보기
파트 1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잘 알고 있는 공인(예: 음악 또는 영화/TV 업계의 유명인,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을 선택합니다. Google이나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 공인의 이름을 검색하고 학생과 함께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검색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공인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지 둘러봅니다. 몇 분 동안 살펴본 후 학생 
2명에게 공인과 팬 사이의 소통하는 장면을 연기해보도록 합니다.

질문
 ` 자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나요?
 `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관리하고 싶다면 그들이 볼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고용주일 수도 있고 학교/대학교 입학 
담당관일 수도 있습니다. 입학 담당관은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지원자를 검색하거나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사용했는지를 지원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짝짓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누군가가 온라인/Google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 
나오길 바라는 결과 3가지를 브레인스토밍하세요.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검색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질문
 ` 여러분과 파트너는 무엇을 생각했나요?
 ` 자신의 이름을 Google이나 온라인에서 검색해본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을 봤나요? 어떤 사진이 
검색되나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 흔한 이름인 경우 고향이나 학교 이름과 같은 정보를 

추가하여 검색해보도록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있는 경우 
활동 도중에 학생에게 직접 Google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을 
검색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Google에서 이름을 검색했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보세요.

 ` 처음에 나타난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 이 정보가 나타난 것에 마음이 편한가요?
 ` 다른 결과가 여러분에 대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학생으로서는 어떤가요? 직원으로서는 어떤가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요? 상위에 검색된 결과에 담긴 정보를 
클릭하여 읽으면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요?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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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정보에 대응하기
준비 및 참고 사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학생을 두 명씩 
짝짓습니다. 학생에게 워크시트의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2가지 전략/해결 방법을 찾아본 다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이 활동을 
15분 동안 진행합니다.

질문
 `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해당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른 사람에 대한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부정적인 정보에 대응하기
파트 1
질문

 ` 온라인(예: 검색 엔진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발견하면 대처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길 바라는 콘텐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상황 및 정보 유형에 따라 자신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주의를 끌고 눈에 띄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한다면 소셜 미디어 또는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는 부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는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예: 내 사진)를 발견했다면 특히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시지 앱의 경우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플래그 기능을 이용하여 
불쾌하거나 흥미롭지 않은 콘텐츠를 플래그할 수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흥미롭지 않은 콘텐츠에는 여러분을 
부정적이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주는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 게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예: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금지된 콘텐츠), 
사기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플래그하면 해당 플랫폼에서는 약관 및 커뮤니티 규범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3.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역 및 관련 법률(예: 사생활 침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진술)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국가에서는 고지를 받으면 해당 플랫폼에서 특정 
유형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합니다(예: 
독일의 Network Enforcement Act, 네트워크 시행법).

5. 콘텐츠를 숨기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다가 의도하지 않게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파트 3
설명 및 활동 안내
추가적으로 유럽  연합('EU')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흔히 
'잊혀질 권리'로 알려진 '삭제 요청권'(Right to Erasure)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명시된 이러한 
권리에 따라 유럽연합의 사람들은 '데이터 관리자'에게 자신에 
대한 특정 유형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 사람,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을 
말합니다.

유럽  연합의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유는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에 대해 정보가 수집된 
경우 나중에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게 되면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5세인 사람이 16세 때 
공유한 정보를 삭제하길 원하는 데는 수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삭제 요청권에는 중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삭제 요청이 거부되는 
데는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삭제 요청 사유와 마찬가지로 
삭제가 거부되는 사유도 여러 유형의 상황을 포함하여 
광범위합니다. 몇 분 후에 삭제 요청이 거부되는 중요한 사유인 
언론 자유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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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GDPR 발효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연합 사람들이 삭제 요청권을 어떻게 
사용하며 회사, 정부 기관과 기타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과제
과제
옵션 1, 학생 연령이 13~15세인 경우

설명 및 활동 안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봅시다.

앞으로 30분 동안 각자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1. 공인(예: 음악 또는 영화/TV 업계의 유명인,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사람에 대한 공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그 
정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짧은 단락으로 설명해보세요.

3.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달리 설정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예: 공개 여부 변경, 공개 대상 변경, 콘텐츠의 
핵심 요지 변경, 콘텐츠 직접 삭제 또는 삭제 요구 등)

과제를 30분 안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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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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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주어진 공간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계속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1
소현이와 가장 친한 친구인 호진이는 방금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후 소현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호진이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호진이는 소현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로 화해했지만 소현이의 게시물은 여전히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소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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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승연이는 자신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했습니다. 학교 학생인 가은이가 '하하 #whatnottowear'라는 글(승연이의 
옷에 대해 놀리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연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가은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연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2
대현이는 장난을 치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포함된 해시태그는 
무례하거나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현이와 친구들이 농담으로 주고받던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인 
인아가 학교에서 대현이에게 다가와서 해시태그가 기분을 상하게 했고 성차별(성별에 바탕을 둔 편견이나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대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아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나요?

 ` 인아가 대현이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었나요?

 ` 인아가 대현이를 '괴롭히는 사람'(bully)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대현이가 '괴롭히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앞으로 대현이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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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공간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나리오 1
소현이와 가장 친한 친구인 호진이는 방금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후 소현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호진이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호진이는 소현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로 화해했지만 소현이의 게시물은 여전히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소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게시물을 보고 괴롭히는 사람으로 소현이를 신고하거나 소현이와 호진이의 관계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호진이는 계속 그 게시물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현이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었나요?

 ` 학생은 과거에 겪었거나 들었던 사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본인이 아닌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세요.

디지털 웰니스  레슨 1: 온라인 평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사를 위한 자료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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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대현이는 장난을 치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포함된 해시태그는 
무례하거나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현이와 친구들이 농담으로 주고받던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인 
인아가 학교에서 대현이에게 다가와서 해시태그가 기분을 상하게 했고 성차별(성별에 바탕을 둔 편견이나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대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아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나요?

 ` 대현이는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인아가 대현이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 인아가 공개 게시물에서 대현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따져보고 친구들끼리의 농담이었음을 설명하거나 
왜 해당 해시태그가 불쾌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더 큰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인아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대현이에게 연락했다면 대현이는 그 이후에 인아와 논의하고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승연이는 자신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했습니다. 학교 학생인 가은이가 '하하 #whatnottowear'라는 글(승연이의 
옷에 대해 놀리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연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가은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연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승연이는 가은이에게 직접 가은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승연이는 또한 가은이의 행동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성인(예: 부모님/보호자, 선생님, 학교의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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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2: 소셜 미디어와 공유

레슨 목표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특히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공개 범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 레슨을 마치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공개 범위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고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레슨 2

소셜 미디어와 공유

 ` 필수 질문  `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콘텐츠가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연령  ` 13~18세

 ` 준비
 ` 강의실의 한쪽에는 '동의', 반대쪽에는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입니다.
 ` 커뮤니티에 관련성이 있으며 인기 있는 미디어 클립을 준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 인지: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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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사용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의 한쪽에는 '동의', 반대쪽에는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각 문장을 읽어준 후 그 문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동의' 또는 '반대'에 가까운 위치에 서도록 합니다. 
확신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못 내린 경우 가운데에 설 수도 
있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한 문장에 대해 학생의 입장 결정이 끝나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고 각 주제에 대해 짧은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제가 문장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약 100% 동의한다면 
'동의' 표시로 이동하세요. 완전히 반대한다면 '반대' 표시로 
이동하면 됩니다. 확신할 수 없거나 완전히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사이에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위치로 
이동하세요.

 ` 나는 Facebook, Twitter, Snapchat, Instagram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가지고 있다.

 ` 나는 소셜 미디어를 매일 사용한다.
 `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프로필은 전체 

공개이다.
 ` 나는 내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 즉, 서로 다른 공개 대상이 있다.
 ` 우리 세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어른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 나는 게시하는 콘텐츠 유형마다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다.

친구 요청 스펙트럼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질문
 ` 들어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파트 2
다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의 한쪽에는 '동의', 
반대쪽에는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각 문장을 읽어준 후 그 문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동의' 또는 '반대'에 가까운 위치에 서도록 합니다. 확신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못 내린 경우 가운데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에 대한 입장을 모두 결정하면 각 문장 아래의 질문을 
활용하여 짧은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제가 문장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약 100% 동의한다면 
'동의' 표시로 이동하세요. 완전히 반대한다면 '반대' 표시로 
이동하면 됩니다. 확신할 수 없거나 완전히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사이에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위치로 
이동하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질문
내 소셜 미디어 프로필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

 ` 이로 인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소셜 미디어 프로필은 나의 정말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된다.

 `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면 다른 내용을 게시할 생각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소셜 미디어에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있다.

 ` 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팔로우하거나 연결했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요?

 ` 어떤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 온라인에서만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이러한 소통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
나는 모든 친구/팔로워/연결 요청을 수락한다.

 ` 여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친구/팔로워/연결 요청이 공개 범위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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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친구/팔로워/연결 요청을 전송한다.

 ` 이것이 왜 좋은/나쁜 생각인가요?
나는 친구/팔로워/연결 관계를 삭제한 적이 있다.

 `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질문
나는 온라인에서 부모님/보호자/선생님의 친구/팔로워이거나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 이로 인해 게시하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 실제 알고 있는 성인이 여러분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 부모님/보호자/선생님의 친구/팔로워이거나 이들과 

연결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내 프로필의 일부 내용은 친구의 친구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표시된다.

 `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공개 범위 설정을 검토하고 변경한 적이 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개 범위 설정이 쉬웠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공개 범위 

설정을 쉽게 보고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트워크의 범위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온라인 공개 대상의 잠재적인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를 공개 대상과 
공유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를 
기본 공개 대상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본 공개 대상은 친구/
팔로워/연결된 사람이거나 친구의 친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처음에 콘텐츠를 공유한 대상이 그들의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직접 연결된 공개 대상은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공개 대상이 자신의 공개 대상과 콘텐츠를 다시 
공유/게시/트윗하는 것을 관리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질문
 ` 여러분이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들이 이 콘텐츠를 자신의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과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몇 명과 공유하는 것이 될까요?

파트 2
준비 및 참고 사항
다음 수식과 값을 보드에 적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2명이고 이들에게 각각 3명의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있는 경우(일부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콘텐츠를 
최대 몇 명이 볼 수 있나요?

 ` 답: 2 + 2 x 3 = 8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에게 각각 10명의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있는 경우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콘텐츠를 최대 몇 명이 볼 수 있나요?

 ` 답: 10 + 10 x 10 = 110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300명이고 이들에게 각각 300명의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이 있는 경우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콘텐츠를 최대 몇 명이 볼 수 있나요?

 ` 답: 300 + 300 x 300 = 90,300

설명 및 활동 안내
이러한 계산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된 공개 대상이 그들과 직접 
연결된 공개 대상과 콘텐츠를 공유하며 그 이후에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콘텐츠는 직접 
연결된 두 공개 대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파트 3
질문

 `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친구의 친구 중 일부는 알 수도 
있음)이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 이로 인해 온라인 공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웰니스  레슨 2: 소셜 미디어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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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유
토론 1
설명 및 활동 안내
콘텐츠를 원하는 공개 대상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공개로 설정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제되고 
때로는 다른 콘텐츠와 혼합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질문
 ` 입소문을 탄 미디어의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 없다면 학생이 보거나 친구와 공유한 재미있는 이미지, 
리믹스 콘텐츠, 인기 동영상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강사 자신이나 학생의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최신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을 확고히 합니다.

토론 2
설명 및 활동 안내
제작한 콘텐츠로 관심을 끌고 싶다면 입소문을 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관심은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영상이 허락 없이 
유출되거나 공유되면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 온라인에서 선택한 공개 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여러분의 콘텐츠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평판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공개 범위 옵션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지금까지 왜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 편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공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
준비 및 참고 사항
하나의 질문이 끝나면 각 질문 아래의 문장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정보의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 정보에 따라 공개 범위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얼굴 사진,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트윗, 웃긴 동영상 스토리를 서로 
다른 공개 대상과 공유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개 범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부모님/보호자와 
친구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나요?

 ` 학생은 가족이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반응하는 것은 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태그된 콘텐츠를 방문하여 모든 내용을 검토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끄러운 콘텐츠(예: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의 사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를 삭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Facebook과 같은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프로필에 
특정 콘텐츠가 표시되기 전에 승인을 거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생각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원치 않는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볼 수 있나요?

 `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분을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으로 추가하거나 
여러분에게 반갑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보호자와 온라인에서 친구/팔로워/연결 관계를 맺고 
있나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다른 성인이 있나요?

 ` 이로 인해 공유하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대상이 바뀌었나요?

부모님/보호자/선생님이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려면 친구/
팔로워/연결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 학생은 대중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설정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보호자/선생님이 프로필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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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공개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Twitter에서 여러분의 트윗은 전체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Snap 스토리를 볼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Instagram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YouTube에서 여러분의 동영상을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Facebook에서 프로필 사진 외의 다른 사진을 
볼 수 있나요?

 ` 학생이 잘 모르고 있다면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실명으로 트윗을 게시하나요? 가명으로 게시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생은 대중이 실명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짝짓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공개 범위 설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몇 분 동안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생각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5분 동안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학생이 생각해본 내용을 전체 그룹과 공유하도록 하고 
나온 질문에 답변합니다. 답변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답변을 먼저 물어보세요.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가 준비되어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 공개 범위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소셜 미디어 공개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배울 때 도움이 될 가이드를 만들어봅시다.

앞으로 30분 동안 각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짧은 가이드를 
만들어보세요.

1.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공개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2. 전체 공개로 게시할 만한 내용과 비공개로 게시하는 것이 

좋은 내용을 각각 생각해보고 그 이유도 생각해보세요.
3. 소셜 미디어 공개 범위 설정을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4. 콘텐츠마다 공개 범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가이드의 형식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단계별 텍스트 가이드를 만들고,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진 또는 순서도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사항을 준수하세요.

1.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개 범위 설정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 이전 그룹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과제
학생이 각자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하여 가이드가 모였을 때 
더 많은 플랫폼이 다뤄지도록 합니다. 과제를 30분 안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2: 소셜 미디어와 공유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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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3

온라인상의 정보 관리

레슨 목표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형, 온라인에서 완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정보의 유형, 자신이 
온라인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일부 개인 정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각각 한 가지씩 
알게 됩니다.

 ` 필수 질문  `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나요? 

 ` 연령  ` 13~18세

 ` 준비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 인지: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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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프로필과 
스토리텔링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온라인에 공개된 여러분에 대한 정보는 여러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공유하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게시물과 같은 콘텐츠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프로젝션 화면으로 버락 오바마의 Facebook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오바마에 대한 가상의 
부정적인 온라인 댓글을 프로젝션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읽어줍니다. 학생에게 아래 댓글의 내용과 계정 자체가 
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아래 댓글과 계정은 이 
활동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1. @Luciano1782586: 버락 오바마는 손대는 것마다 망친다. 
심지어 경제까지도!

2. @Artemis4062456: 오바마는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GPS가 없으면 백악관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없을 거야.

3. @Sergei5639876: 오바마 대통령은 조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외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할 사람이다.

질문
 ` 버락 오바마의 Facebook 페이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 오바마를 향한 부정적인 가상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런 사람들로 인해 오바마가 어떤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 기분이 나쁨, 웃길 수도 있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질문
 ` 여러분의 프로필을 읽을 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가 그 내용을 작성하나요?
 ` 여러분이 어떻게 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나요?
 ` 여러분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 또는 공인(예: 음악/영화/TV 업계의 유명인,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예: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witter, WeChat)을 살펴보세요. 
프로필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를 몇 개 선택하세요.

질문
 ` 누가 게시물을 작성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떤 댓글이 있었나요?
 ` 각 게시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 어떤 정보가 누락되었나요?

과제
학생에게 이전 활동에서 검토한 게시물을 바탕으로 몇 단락을 
작성하고 다음 질문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 여러분/계정 소유자가 주로 관리하는 콘텐츠 유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예시 답변: 내 사용자 이름, 내 상태 업데이트, 내 게시물/

공유/트윗, 내가 스토리 또는 함께한 순간에 업로드한 
사진 또는 동영상,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콘텐츠에 내가 남긴 댓글.

 ` 여러분/계정 소유자가 주로 관리하지 않는 콘텐츠 유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예시 답변: 내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댓글(예: 내 스토리, 함께한 순간, 상태 
업데이트, 트윗),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콘텐츠, 내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작성한 콘텐츠가 어떤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즉, 이러한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예시 답변: 태그 삭제, 콘텐츠를 공유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삭제하도록 요청, 해당 사용자 차단, 안전에 
대해 걱정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이야기, 
플랫폼에 따라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콘텐츠 신고.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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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할 때 관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합니다. 
온라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상황적 요인(예: 시간, 문화, 사회, 지역/세계)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하는 정보가 가족, 친구, 권위 있는 인물(예: 교사, 고용주)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레슨 4

다양한 관점

 ` 필수 질문  `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온라인상의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나요? 

 ` 연령  ` 13~18세

 ` 자료 

 ` '성수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레슨 자료
 ` '루빈의 꽃병' 착시를 보여줄 프로젝터
 ` 연필
 ` 종이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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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란?
파트 1
이미지 준비 및 참고 사항
프로젝션 화면에 '루빈의 꽃병' 착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 이 이미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 꽃병을 본 사람이 있나요?
 ` 두 얼굴을 본 사람이 있나요? 
 ` 꽃병과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나요?
 ` 여러분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보드에 학생이 내린 관점의 정의를 적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관점은 어떤 상황에 대한 특정 태도, 시각을 말합니다.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인 주성이가 이제 막 
학교 축구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성이가 
엄마에게 "제가 축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주성이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주성이가 가장 친한 친구인 형래에게 자신이 팀에 합류했다고 
말하자 형래는 주성이가 축구팀에 들어가서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주성이는 친구 현지에게도 자신이 축구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지는 축구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주성이는 뽑혔기 때문에 현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성이는 과학 클럽의 멤버이지만 이제 축구 연습에 가기 위해 
과학 클럽 모임에 빠져야 합니다. 과학 클럽의 회장인 
다현이에게 말하자 다현이 역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성이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주성이가 축구팀에 
합류했다는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문
 ` 왜 모두가 다르게 반응할까요?
 ` 서로 다른 관점과 주성이와의 다양한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다른 예를 생각할 수 있나요?

 `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트 3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3~4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각 그룹에 종이와 
펜 또는 연필을 나누어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각 그룹에 가상으로 만든 성수라는 사람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과 
종이 한 장을 나누어드릴 것입니다. 종이에는 성수가 아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룹끼리 종이에 적힌 사람의 
시각으로 성수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성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나요? 성수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수가 어디에 댓글을 달았나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성수를 어떻게 인식했나요? 10분 동안 생각해보세요. 
활동을 마치면 발표할 준비를 하세요.

각 그룹에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성수가 아는 사람들과 이들의 역할:

1. 아들에 대해 걱정하는 성수의 엄마
2. 성수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성수의 가장 친한 친구
3. 성수를 모르는 근처 학교의 여학생
4. 성수의 선생님
5. 성수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미래에 상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질문
 ` 여러분이 성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이 

무엇이었나요?
 ` 왜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 이러한 모든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람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였던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나요?

질문
 ` 부모님/보호자와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었나요?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나요?

 `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를 삭제하거나 태그를 삭제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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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대해 생각하기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질문
 `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나요? 친구와 

대화할 때처럼 부모님/보호자/교사와 대화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분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것입니다.

질문
 ` 온라인에서 상대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보여주나요?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예: Facebook)에서는 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실명을 
사용하나요?

 ` 항상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거나 익명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신에 대해 온라인에서 공유한 정보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나요? 

 `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나요? 소셜 미디어 프로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나요?

질문
 `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보 중 일부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보호자가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을 어떤 플랫폼에서는 봤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보지 않았다면 부모님/보호자의 관점이 
바뀔까요?

 ` 게시물을 비공개로 유지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 오늘 우리는 관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관점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 관점은 우리가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에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있나요? 관점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제
학생에게 다음 과제를 내줍니다.
1. 소셜 미디어 게시물(예: 사진, 동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게시물)의 사진/스크린샷을 촬영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 해당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소유자와 관련된 세 가지 
역할(예: 친구, 가족, 교사)을 구별해보고 각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짧은 
글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10분 동안 학생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각자 선택한 
게시물의 맥락에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파트너와 두 가지 이상 공유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4: 다양한 관점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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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4: 다양한 관점

루빈의 꽃병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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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earch

FELIPE
ACERCA
Hola! Tengo 18 años, soy estudiante: 
Me gustan los conciertos y los 
experimentos científicos.

Voluntario en la Organización 
Internacional de Protección del 
Amazonas

Vive en Bogotá, Colombia

Estudia en Colegio García Márquez

¡Me saque 10 en el examen!

Felipe compartió una foto de Equipo de Matemáticas
Hace 2 días - Público

Comment Share 2 likes

Comment Share 0 likes

Se me olvidó del todo que tenía examen hoy... 
Bueno ni modos, a veces pasa.

Felipe compartió una foto de Equipo de Matemáticas
Hace 2 días - Público

Mejor hacer plata que amigos

Felipe actualizó su foto de perfil
Hace 2 días - Público

Felipe compartió una foto
Hace 2 días – Público

#CopaMundo #2018 #NoPuedoEsperar #MeEncantaElFutbol 
#NoPuedoEsperaraVerloEnFamilia

#LaMejorFamiliadelMundo

Felipe compartió una foto
Sábado – Amigos

Felipe fue etiquetado en una foto
Hace 1 día- Amigos

#AmoMiGato

¡Qué noche! ¡¡Tremenda rumba!!
Ir a clase mañana va a ser duro.

Felipe compartió una foto
Sábado – Amigos

Felipe actualizó su situación sentimental: "Es complicado"
Hace 1 día – Amigos

Felipe compartió una publicación de ElProgresoesAhora
1:43am ayer - Público

No creerán lo que este dirigente 
hace en el Amazonas

www.elprograsoesahora.com

¡Terrible!       ¡Que lo saquen!  

Comment Share 3 likes

Comment Share 0 likes

Comment Share 8 likes

Comment Share 0 likes

Comment Share 4 likes

Comment Share 4 likes

Comment Share 0 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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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온라인 정체성과 자신이 만들고 공유하는 콘텐츠(예: 직업 관련, 학교 관련, 추구하려는 관심사 등)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제, 플랫폼, 이름, 시각적 표현 및 공개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레슨 5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 필수 질문
 `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의 관심사와 목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를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나요?

 ` 연령  ` 13~18세

 ` 자료  ` '온라인 정체성'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디지털 웰니스  레슨 5: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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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체성
토론
설명 및 활동 안내
교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1분 동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가족 구성원이나 학교 선생님과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와 같은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자신의 콘텐츠가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표시되는 방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예: 음악/영화/TV 업계의 유명인,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은 
항상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에서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및 공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신중하게 구성하여 가능한 한 많은 팬 또는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억 원이 드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공인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온라인에서 표현할 모습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짝짓습니다.

질문
 ` 현재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예: 동영상, 음악, 리믹스, 

블로그, 디자인, 애니메이션)를 만들거나 공유하나요?
 `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본인 사진과 실명이 사용된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 자신과 공개적으로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있나요? 왜 원하지 않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토론할 시간을 7분 줍니다. 그런 다음 그룹에 토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질문
미래의 온라인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미래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파트너와 논의하세요. 지금부터 몇 년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지금 관심이 가는 생각이나 
커리어가 두 가지 이상이라도 괜찮습니다.

 ` 커리어 목표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개인적인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미래의 목표, 커리어 목표 또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온라인 정체성 레슨 자료를 학생에게 나누어주세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이 현재 관심사를 탐색하고 미래의 열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자료를 작성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맥락에서 자신의 포부를 생각해보세요. 사람마다 
온라인 정체성이 다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정체성도 미래의 
목표와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심사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자신의 정체성의 특정한 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소셜 미디어 
정체성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어떻게 구성하여 친구와 팔로워에게 
여러분이 선택한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줄지 적어보세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세요.

1. 계정 유형 및 플랫폼(예: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
2. 콘텐츠 유형(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
3. '내 정보' 섹션에 넣을 내용
4. 사용할 이미지 유형
5. 공개 범위와 공개 범위 설정이 공유하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25

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몇 년 후에 자신이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떤 일을 할 것 같나요? 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2. '미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열정, 관심사, 취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3. 그때까지 어떤 기술과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점에 대해 가장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할 것 
같나요?

4. 지금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면 현재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방식(예: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하는 방식, 
교류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 공유하는 열정, 개발하는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과 있고 싶은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어진 공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온라인 정체성

디지털 웰니스  레슨 5: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이 레슨은 UC 버클리의 Greater Good Science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됩니다. 추가 정보와 리소스는 https://ggie.berkeley.edu/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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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비교, 대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봅니다.

 ` 필수 질문
 ` 자기자비란?
 `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이유

 ` 연령  ` 10~18세

 ` 자료  ` 조용한 공간

 ` 준비

활동 전 돌아보기

 ` 현재 직면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직업적 어려움을 두고 활동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해볼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심각한 문제보다는 약간 또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세요. 직접 적용해보니 선택한 문제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나요?

 ` 자기자비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도 
동의할까요?

 ` 이 활동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의 가치보다 강사의 가치를 우선시하나요? 예를 
들어, 강사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엄격하게 대하는 것보다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서로 관점이 다르다면 누구도 결핍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다름을 존중할 수 있나요?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레슨 6

나를 위한 순간: 십대를 위한 
자기자비의 시간

디지털 웰니스  레슨 6: 나를 위한 순간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ggie.berkeley.edu/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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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 학생에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에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자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겠습니다.

 ` 오디오 녹음 자료를 재생하거나 아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합니다.

 ` 인생에서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이나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 이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배가 당기는 등 
신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나요?

 `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일부가 고통을 받고 있어.'
 `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 '와, 기분이 안 좋네.' 또는 '이거 별로다.', 

'스트레스받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런 고통은 삶의 일부야.'

 ` 보편적 인간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 '다른 애들도 똑같이 느껴.' 아니면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야.' 또는 '십대가 겪는 경험의 일부이고 
다른 애들도 나처럼 고통받아.'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니면 '모든 십대 애들이 언젠가는 이런 기분을 
느껴.'라고 해도 좋습니다.

 ` 이제 친절하고 위안이 되며 응원해주는 느낌으로 자신을 
만져보세요. 가슴에 손을 갖다 대거나 여러분이 맘에 드는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손의 온기가 몸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될까.' 십대로서 여러분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뇌와 몸이 
변하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 더 개인적인 말을 듣고 싶다면 '지금 어떤 말을 들어야 
하지?'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이런 일을 겪은 친한 
친구에게 나라면 뭐라고 말할까?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해도 
될까?'
 ` 내가 나에게 필요한 연민을 줘도 될까.
 `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도 될까.

 ` 내가 나를 용서해도 될까.
 ` 내가 강해져도 될까.
 ` 내가 안전해도 될까.
 ` 내가 평화로워도 될까.
 `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도 될까.

 ` '내가 ~해도 될까'라는 말이 어색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라든지 '강하다' 또는 '나를 받아들여'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문
학생에게 다음 질문 중 하나 이상을 물어보세요.

 `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하니 기분이 어떤가요?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를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어떤가요?

 ` 가슴에 손을 댔을 때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 자신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어떤가요?
 ` 이런 방법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나요?
 ` 자기자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의미 

있었고 중요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 마음챙김('고통받는 순간이야.')
 ` 보편적 인간성('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야.')
 ` 나에게 베푸는 친절(신체적 접촉이나 편안한 목소리,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될까.')

과제
활동 후 돌아보기

 ` 효과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학생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음번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 이 활동을 진행한 후 학생이 실수나 실패,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태도로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나요?

 ` 학생과 가족의 참여에 따라 활동을 어떻게 조정했나요? 
결과가 어땠나요?

 ` 학생이 자신의 삶에 이 활동이 관련 있거나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나눴나요?

출처:  Making Friends with Yourself, Karen Bluth, Ph.D. 
centerformsc.org/msc-teens-adultskarenbluth.com

ggie.berkeley.edu/practice/a-moment-for-me-a-self-
compassion-break-for-teens

http://centerformsc.org/msc-teens-adults
http://karenbluth.com
http://ggie.berkeley.edu/practice/a-moment-for-me-a-self-compassion-break-for-teens
http://ggie.berkeley.edu/practice/a-moment-for-me-a-self-compassion-break-for-teens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웰니스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이 레슨은 UC 버클리의 Greater Good Science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됩니다. 추가 정보와 리소스는 https://ggie.berkeley.edu/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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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합니다.

` 감사의 정의를 내리고 감사함을 느낀 사례를 생각합니다.

`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은 종류가 많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필수 질문  `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 연령  ` 10~13세

 ` 자료 

 ` 접착식 메모지
 ` 연필
 ` 강의실의 네 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 '친절한 행동', '자연', '다른 중요한 것'이라고 적힌  

표시를 하나씩 부착합니다.
 ` 확장 활동을 위해 종이와 그리기 재료를 준비합니다.

 ` 준비

활동 전 돌아보기

 ` 잠시 시간을 갖고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고 시선을 편안히 하고 감사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감사함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도 
동의할까요?

 ` 감사와 감사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사함에 대한 학생이나 학생 가족의 
생각과 다른가요?

 ` 이 활동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의 가치보다 강사의 가치를 우선시하나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고맙다'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 서로 관점이 다르다면 누구도 결핍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다름을 존중할 수 있나요?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레슨 7

감사한 순간

28 facebook.com/fbgetdigital디지털 웰니스  레슨 7: 감사한 순간

레슨 7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ggie.berkeley.edu/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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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최근에 여러분이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 이제 파트너에게 누구에 관해 생각했는지, 왜 그 사람을 

생각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짝짓습니다.

질문
학생이 짝지어 이야기를 마치면 질문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있나요?

 `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감사'란 다른 사람의 친절이나 배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잡아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 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 
'어제 저녁 식사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배가 너무 고팠고 
맛있었거든요.'

 `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듭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고 식물이 자라도록 도와주니까 비가 고마워요.'

 ` 때로는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사회문화적 유산, 전통, 
공정함,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생각이나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배움으로써 마음이 성장하니까요.'

 `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가정이나 문화권의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이나 커뮤니티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고맙다' 또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 학생에게 접착식 메모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과 무엇 또는 누구에게 고마웠는지 짧게 적도록 
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어도 좋고 새로운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 강의실의 네 구석에 표시된 네 개의 카테고리를 가리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접착식 메모지를 보고 '가지고 있는 것', '친절한 행동', '자연', 

'다른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이 적은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 가장 적절한 카테고리로 조용히 이동하여 근처에 서세요.
 ` 적은 내용과 맞는 카테고리가 없다면 강의실 가운데에 

서세요. 가운데에 선 학생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메모지에 적은 내용을 그룹에 공유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가운데에 선 학생이 한 명이라면 적은 내용과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감사 카테고리에 대해 학생 전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 그룹에서 자원하는 학생 한두 명에게 자신이 선택하거나 
새롭게 생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감사한 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각 그룹이 예를 이야기하고 나면 그룹별로 시계방향으로 움직여 
새로운 카테고리 옆에 서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그룹으로부터 예를 한두 개 
듣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모든 그룹이 
모든 카테고리를 한 번씩 접하도록 합니다.

질문
 ` 어떤 예를 생각하기가 쉬웠나요? 왜 그럴까요?
 ` 어떤 예를 생각하기가 어려웠나요? 왜 그럴까요?
 ` 오늘 들은 예 중에 어떤 감사한 일이 놀라웠나요?
 ` 이번 활동에서 감사함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과제
 ` 고마운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기분이 어땠는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활동 확장
 ` 고마운 일에 대해 한 단락 정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이 글이나 그림을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이야기된 대상 중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 물건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ggie.berkeley.edu/practice/a-time-i-felt-grateful

http://ggie.berkeley.edu/practice/a-time-i-felt-grat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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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간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필수 질문  `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레슨 자료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레슨 자료 - 강사를 위한 자료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s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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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둘씩 나누고 각 학생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15분 동안 시나리오를 읽고 토론하도록 합니다.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레슨 자료에 있는 추가적인 교육 안내 
사항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도움을 줍니다.

질문
 `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나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쉬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각 시나리오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 다른 유형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에게 일부 염탐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거의 모든 경우 
염탐이 비윤리적이라고 알려줍니다.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다르게 공유하려는 것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조금 전 다루었던 시나리오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종이에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두 편의 만화를 각각 그리세요. 
(학생들이 만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짧은 글을 쓰도록 
제안합니다.)

1.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우와 상대방에게 원했던 반응을 담은 시나리오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계가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우와 상대방이 어떻게 경계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또 다른 시나리오

과제
만화 그리기를 30분 안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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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나리오 1
가연이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가연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인 태수가 가연이의 휴대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문자 
메시지는 가연이의 수학 시험 성적이 낮아 화가 났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 가연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 왜 가연이가 친구들에게 성적이 나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 태수의 행동은 괜찮은 걸까요?

 ` 같이 점심을 먹던 다른 친구들은 태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 여러분은 태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수의 행동이 도덕적이었나요? 태수의 친구가 되고 싶나요?

 `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떨까요?

 ` 이유를 불문하고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걱정돼서 그랬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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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나리오 2
진구는 세린이와 이야기하던 중 발이 걸려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세린이는 그 모습이 웃긴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진구는 웃지 않고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 세린이가 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진구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 진구가 세린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누가 내 창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나요?

 ` 이 상황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레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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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1: 존중과 경계

시나리오 3
15살 학생인 윤아는 두 명의 남자 형제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친구들도 많습니다. 윤아와 혁수는 같은 학교 
친구이며 과학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제 과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확인한 후 혁수는 윤아가 매우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주에 윤아는 며칠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혁수는 혼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해야 했습니다. 돌아온 윤아는 혁수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윤아의 학교 성적을 누가 알아야 할까요? 병원 방문 기록은 누가 알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윤아가 이런 문제에 관해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친구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친구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만 부모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레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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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1: 존중과 경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강사를 위한 자료

시나리오 1
가연이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가연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인 태수가 가연이의 휴대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문자 
메시지는 가연이의 수학 시험 성적이 낮아 화가 났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 가연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 가연이는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기분을 느끼고 친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왜 가연이가 친구들에게 성적이 나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 가연이는 자신의 성적을 개인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태수의 행동은 괜찮은 걸까요?

 ` 학생은 성적과 휴대폰과 관련된 개인 정보에 대한 본인들의 기준을 고려하고 친구들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같이 점심을 먹던 다른 친구들은 태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 학생은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여러분은 태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수의 행동이 도덕적이었나요? 태수의 친구가 되고 싶나요?

 `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떨까요?

 ` 이유를 불문하고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걱정돼서 그랬다면 어떨까요?

 `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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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진구는 세린이와 이야기하던 중 발이 걸려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세린이는 그 모습이 웃긴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진구는 웃지 않고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 세린이가 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학생은 친구들을 웃기거나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하는 세린이의 동기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무엇인가를 게시할 때 허용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진구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 학생은 소셜 미디어 이용 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진구가 세린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학생은 이 행동에 대처하는 전략을 떠올려야 합니다.

 ` 누가 내 창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나요?

 ` 학생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공유해도 괜찮은 것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 이 상황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 학생은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이 특정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1: 존중과 경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강사를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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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15살 학생인 윤아는 두 명의 남자 형제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친구들도 많습니다. 윤아와 혁수는 같은 학교 
친구이며 과학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제 과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확인한 후 혁수는 윤아가 매우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주에 윤아는 며칠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혁수는 혼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해야 했습니다. 돌아온 윤아는 혁수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윤아의 학교 성적을 누가 알아야 할까요? 병원 방문 기록은 누가 알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생은 정보에 따라 개인 정보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고민해야 합니다. 윤아의 학교 성적은 친구, 학교 친구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보호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윤아의 병원 기록도 훨씬 더 
민감한 정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 윤아가 이런 문제에 관해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윤아는 이 정보를 본인만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아는 개인 정보의 일부만을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과 관련된 어려움을 부모/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지만 친구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친구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친구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만 부모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학생은 개인 정보에 관한 본인의 선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1: 존중과 경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강사를 위한 자료



 ` 필수 질문  `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관계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연령  ` 13~18세

 ` 자료 

 ` 플립차트
 ` 질문을 적을 포스터 종이
 ` 접착식 메모지 
 ` 펜
 ` 스펙트럼 활동 접착식 메모지
 ` 스토리보드 과제 자료

 ` 준비
 ` 스펙트럼 활동 접착식 메모지의 내용을 적습니다.
 ` 포스터에 적을 수 있는 질문을 적습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s고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0 facebook.com/fbgetdigital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2: 온라인상의 건강한 관계

레슨 목표 
건강하고 정중한 관계를 만드는 자질과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또래 그룹과의 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검토하고 또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레슨 2

온라인상의 
건강한 관계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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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관한 어휘
파트 1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빙 둘러서 원형으로 모이게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이 관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과 관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
 ` '방관하는 사람' 또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2~3가지 답변을 들어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방관하는 사람이란 일어나는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활동에서는 건강하지 않거나 
정중하지 않은 관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란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긍정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우리는 '관계'가 상당히 
광범위한 용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모든 연결로 정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친구나 학교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교외 활동(예: 영화 
동아리)의 멤버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어려운 질문은 '건강한 
관계란 정확히 무엇일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답변도 많습니다.

모두가 유사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정, 동창 등 
건강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해봅시다. 어떤 관계에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유형별로 특정되는 건강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간단한 게임을 해볼까요? 우리가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동안 
각자 건강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씩 말해봅시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관계가 _____________ (지지하는, 
신경을 쓰는, 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플립차트에 학생이 말한 내용을 써보세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좋습니다!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질문
 ` 여기에 동의하나요?
 `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룹이 건강한 관계에 대해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갤러리 워크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나눕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리스트를 어느 정도 확보했으므로 초점을 
조금 옮겨서 인터넷상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포스터마다 아래의 질문 리스트에 있는 질문 하나씩을 적고 
강의실에 포스터를 붙입니다.

포스터에 적을 수 있는 질문:

1. 인터넷 기술을 통해 누구와 교류하나요?
2. 어떤 플랫폼,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나요?
3.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예: 태블릿 또는 휴대폰)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회를 
제공했나요?

4.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 덕분에 어떻게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나요?

5.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온라인에 게시된 게시물들로 인해 친구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가 생긴 경우를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각 조에 접착식 메모지와 펜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벽의 
포스터에는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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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를 둘러보세요. 접착식 메모지에 답변을 적고 포스터에 
붙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2개 이상이라면 각 답변을 별도의 
메모지에 적어서 포스터에 붙이세요.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활동이 끝나면 포스터를 걷고 그룹을 다시 모읍니다.

질문
 ` 각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은 무엇인가요?
 `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 눈에 띄는 경향이 있나요?
 ` 인터넷 기술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터넷 기술로 인해 삶의 다양한 측면이 더 쉬워졌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나리오 토론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우리는 기술 및 관계와 연관된 행동 중 하나인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많이 보내는 행동, 즉 '문자폭탄'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 '문자폭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2~3가지 답변을 들어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문자폭탄은 문자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친구 중 한 명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행동에 나설 
건가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추가 정보: 친구를 돕기 위해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옳은 
일을 위해) 행동에 나서다'(upstanding)라고 말합니다.

질문
 ` 친구를 위해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상대방이 
항상 집에 찾아오고 끊임없이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단계적 확대'(escalation, 
에스컬레이션)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면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 문제가 실제로 심각해지더라도 전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대응할 수 있나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문자폭탄은 기술이 건강한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질문
 ` 다른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이 관계에 있어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기술이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론하도록 지도합니다.

스펙트럼 활동
설명 및 활동 안내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행동을 
살펴보고 그 행동이 두 관계 사이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접착식 메모지를 하나씩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접착식 
메모지에는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에게 쉬지 않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 또는 '서로 소셜 
미디어 비밀번호 공유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접착식 메모지를 
받으면 일어서서 강의실 앞쪽으로 가세요. 강의실의 한쪽은 가장 
건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반대쪽은 가장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나오면서 메모지에 적인 행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줄을 서세요.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쉬지 않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가 '친구가 게시하는 모든 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공유하기'보다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건강하지 않은 행동 쪽에 가깝게 서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메모지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1. 파트너에게 쉬지 않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
2. 서로 소셜 미디어 비밀번호 공유하기
3. 허락받지 않고 친구의 문자 메시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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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르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하기

5. 다른 사람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무례한 댓글 게시하기
6. 소중한 사람에게 '잘자' 또는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매일) 보내기
7. 친구와 했던 논쟁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공개하기
8. 친구가 게시하는 모든 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공유하기
9. 친구의 계정 또는 친구의 이름으로 소셜 미디어 콘텐츠 

게시하기
10. 파티에서 찍은 사진에 친구 태그하기
11. 소셜 미디어에서 학교 친구에 대한 소문내기
학생이 나와서 자리에 서는 동안 학생에게 그 위치에 선 이유를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면 강의실 앞쪽에 
접착식 메모지를 붙이도록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스펙트럼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원한다면 접착식 메모지에 답변을 적어서 강의실 앞쪽에 
붙이는 대신 토론을 통해 아래에 있는 처음 2가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질문
 ` 건강하지 않은 행동의 다른 예를 생각해낼 수 있나요? 

건강한 행동의 다른 예를 생각할 수 있나요?
 ` 스펙트럼에 하나의 정답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동의하나요?

질문
 ` 우리는 이러한 특정 행동을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관계 사이의 스펙트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또는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 X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학생이 스펙트럼의 
'건강하지 않은' 쪽에 가까이 둔 특정 행동 선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다른 사람의 행동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제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는 오늘 인터넷 기술과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목격한 경우 다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제
학생을 3~4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2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접 
시도해보세요!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1. 제안 #1: 관계에서의 기술의 역할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커뮤니티 멤버를 위한 이벤트를 하나 계획하세요. 이 
이벤트는 다큐멘터리 상영/토론, '온정을 나누는 주간'과 
같은 캠페인 또는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Facebook 또는 
Twitter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광고하는 
방법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와 병행할 시각 자료(예: 그림, 
재미있는 이미지 등)를 자유롭게 만드세요.

2. 제안 #2: 어떤 관계(예: 형제/자매간의 관계 또는 학교 친구 
관계)와 소셜 미디어가 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짧은 연극을 연출하여 연기하거나 
시각 자료(예: 만화)를 만들거나 가상의 Facebook 뉴스피드 
또는 Twitter 대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파트 2
과제
30분이 지난 다음 만든 것을 그룹과 공유하고 아래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질문
 `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점을 배우길 원하나요? 이 아이디어가 
학교/커뮤니티/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대상이 누구인가요?
 ` 대상에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광고할 예정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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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하기
설명 및 활동 안내
모두 건강한 관계, 특히 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불편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에서 친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길 
바랍니다.

질문
 ` 무엇을 배웠나요? 어떤 활동이 가장 좋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배운 내용이나 했던 활동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일을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이 있었나요?
 `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디지털 참여  레슨 2: 온라인상의 건강한 관계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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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3: 검증이란?

레슨 목표 
정보 검증이 무엇이며, 기사의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뉴스 소비자에게 왜 중요한지 배웁니다. 
언론사, 독자, 소셜 미디어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정보가 유통되는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레슨 3

검증이란?

 ` 필수 질문
 ` 전반적으로 온라인 뉴스 에코시스템이 사실에 기반한다고 생각하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연령  ` 14~18세

 ` 자료 
 ` 벤자리무리 이미지(프로젝터 화면 또는 인쇄물)
 ` 노트북
 ` 강사용 추가 리소스

 ` 준비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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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란?
설명 및 활동 안내
2016년, World News Daily Report 웹사이트에 페루에서 
거대한 개복치에 산채로 잡아먹힌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9세의 남성인 호아킨 알바레스 
산토스(Joaquín Álvarez Santos)가 다른 다이버 네 명과 함께 
수중 촬영을 하다가 2,000kg이 넘는 개복치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촬영을 함께하던 다이버 중 한 명인 제임스 C. 
와이엇(James C. Wyatt)이 사건 직전에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 2분 동안 이 뉴스 사건에 관해 Google에서 검색해보세요. 

무슨 내용을 찾았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검색 중에 이 기사가 허구라는 걸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뉴스 콘텐츠에는 소스가 있으며 이 소스는 사진을 찍거나 애초의 
뉴스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미디어나 
에이전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의 소스는 World News Daily Report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에는 '이 웹사이트에 보도된 기사의 풍자적 성질에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웹사이트의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은 
실제 사람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모두 허구이다'라고 적힌 고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진짜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미겔 페레이라(Miguel Pereira)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것으로, 2013년에 포르투갈의 한 해변에서 
거대한 개복치를 만나 찍은 것이고 본인이 직접 증언도 했습니다.

질문
 ` 이 웹사이트가 왜 이런 기사를 게시했다고 생각하나요?
 ` 허구적인 콘텐츠만 게시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World News Daily Report의 기사가 허구라는 점을 모든 

독자가 알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소셜 미디어에 뉴스를 공유해본 사람이 있나요?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Facebook, Twitter, YouTube와 
Snapchat, WhatsApp 같은 메시지 앱을 통해 사건을 
보도합니다. 수백만 명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위를 
조직하고 뉴스에 참여합니다. (사진/동영상/상태 업데이트 게시, 
공유 및 댓글을 통해) 따라서 오늘날 뉴스를 소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필터링하고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술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나 
허위 뉴스를 만들고 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기술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질문
 ` "소문이나 가짜 이미지 또는 동영상에 속은 뉴스 사건이 

있었나요?" (First Draft)
 ` 어떤 사건이었나요?
 ` 그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어떤 사람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뉴욕 증권 거래소에 홍수가 
났다고 트윗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언론을 
속이려고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남을 돕거나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뉴스 속보가 많은 사건에 대해 이런 가짜 
소문이 많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이런 소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First Draft) 저널리스트는 들려오는 소식이나 
자신이 본 사건을 회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뉴스 속보이든 입소문이 난 콘텐츠이든 소스를 검증하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 레슨에서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 및 다른 뉴스 기사와 같은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검증은 언론사나 개인이 증거를 
모으고 평가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조사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저널리스트와 언론사가 검증을 했지만 
지금은 시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누구나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공유하는 콘텐츠를 검증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소셜 미디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판을 쌓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 팩트 체크나 팩트 체크 기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 팩트 체크 기관에서 뭘 한다고 생각하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팩트 체크 기관은 글에 등장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고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팩트 체크 기관은 전통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 저자, 출판사를 위해 일했지만 최근에는 점차 
정치적 콘텐츠를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전문가는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사용자 생성 뉴스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팩트 체크 기관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검증은 웹에서 비공식적인 소스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소스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 기관은 공식적인 소스를 살펴봅니다. 정책, 
정부 문서, 정치인의 연설 등이 해당합니다. 팩트 체크 기관은 
모두 조금씩 다른 검증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증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opes.com이나 

디지털 참여  레슨 3: 검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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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Check.org, NPR의 Politics Fact Check 같은 유명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접한 뉴스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과제
이미지 준비 및 참고 사항
아래의 이미지를 강의실 앞쪽의 프로젝션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미디어나 뉴스 
소비자에게 왜 이득인지 물어보세요.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이 이미지는 Facebook이나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공유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벤자리무리' 또는 
'야생 놀래기'라고 이미지 속의 생명체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Snopes 팩트 체크 웹사이트로 가서 팩트 체크 
기관이 어떻게 이 이미지가 가짜라고 반박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미디어나 뉴스 
소비자에게 왜 이득인지 적어보세요.

토론
설명 및 활동 안내
전통적으로 저널리스트는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정보를 팩트 
체크합니다. 정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편집실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삭제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가 더 어렵고 독자가 온라인 뉴스를 보는 데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 저널리스트가 독자나 시청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독자가 스스로 뉴스를 검증할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런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사람들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 과거에는 언론사가 100%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사가 왜 100%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쓰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나요?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는 
무엇이 있나요?

 `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리소스
 ` PBS News Hour의 동영상: 허위 뉴스가 2016년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pbs.org/newshour/extra/daily-videos/why-is-it-
important-for-news-sources-to-be-trustworthy

 ` First Draft의 동영상: 허위 뉴스의 복잡성 
firstdraftnews.org/fake-news-complicated

 ` BBC Newsnight의 동영상: '허위 뉴스', 조작, '대안적 
사실'의 증가 
youtube.com/watch?v=1aTApGWVGoI

 ` The Reporters' Lab의 기사: 전 세계 팩트 체크 기관, 현재 
156개, 계속 증가 추세 
reporterslab.org/the-number-of-fact-checkers-
around-the- world-156-and-growing

팩트 체크 웹사이트
 ` snopes.com
 ` factcheck.org
 ` npr.org/sections/politics-fact-check
 ` Glossary by Youth and Media/First Draft의 용어집: 

Information Verification Playlist Glossary 
docs.google.com/document/d/1VPGGLrf2a7YMAGr- 
OwF0DQnA9XxAXvKB4IranXCSNHc/
edit?usp=sharing

디지털 참여  레슨 3: 검증이란?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pbs.org/newshour/extra/daily-videos/why-is-it-important-for-news-sources-to-be-trustworthy
http://pbs.org/newshour/extra/daily-videos/why-is-it-important-for-news-sources-to-be-trustworthy
http://firstdraftnews.org/fake-news-complicated
http://youtube.com/watch?v=1aTApGWVGoI
http://reporterslab.org/the-number-of-fact-checkers-around-the-world-156-and-growing
http://reporterslab.org/the-number-of-fact-checkers-around-the-world-156-and-growing
http://snopes.com
http://factcheck.org
http://npr.org/sections/politics-fact-check
http://docs.google.com/document/d/1VPGGLrf2a7YMAGr-OwF0DQnA9XxAXvKB4IranXCSNHc/edit?usp=sharing
http://docs.google.com/document/d/1VPGGLrf2a7YMAGr-OwF0DQnA9XxAXvKB4IranXCSNHc/edit?usp=sharing
http://docs.google.com/document/d/1VPGGLrf2a7YMAGr-OwF0DQnA9XxAXvKB4IranXCSNHc/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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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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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뉴스 이미지나 동영상의 진위, 소스, 날짜, 위치, 동기 등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체크리스트에 관해 배웁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고 온라인 콘텐츠의 진실성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구를 고려해봅니다. 소스의 동기가 뉴스 
사건의 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봅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4: 검증 단계

레슨 4

검증 단계

 ` 필수 질문
 ` 온라인 콘텐츠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콘텐츠를 만들거나 재공유한 사람의 잠재적인 동기가 온라인 콘텐츠를 

검증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연령  ` 14~18세

 ` 자료 

 ` '검증 체크리스트' 레슨 자료 
 ` '검증 체크리스트' 레슨 자료 - 강사를 위한 자료 
 ` 프로젝터
 ` 셀카 사진
 ` 'Selfie kid' 이미지
 ` 인터넷 엑세스 
 ` 강사용 추가 리소스

 ` 준비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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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단계
설명 및 활동 안내
저널리즘 업계에는 검증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First 
Draft와 같은 단체에서는 저널리스트가 팩트 체크를 하고 더 
효과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작합니다. 검증 레슨의 내용은 First Draft가 만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배웁니다. 
전문 저널리스트가 일할 때 사용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할 때는 먼저 
문제의 뉴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당 
뉴스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로 검증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정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하면 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검증 체크리스트

1. 진위: 원본 콘텐츠를 보고 있나요?
2. 소스: 이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나요?
3. 날짜: 이 콘텐츠가 언제 촬영되었나요?
4. 위치: 이 콘텐츠가 어디에서 촬영되었나요?
5. 동기: 이 콘텐츠가 왜 촬영되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1. 진위: 복제된 콘텐츠가 아니라 원본 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레슨의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은 
검증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정보는 복사본이나 스크린샷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2. 출처: 이전 레슨에서 배웠듯이 모든 뉴스 콘텐츠에는 소스가 
있고, 이 소스는 사진을 찍거나 애초의 뉴스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미디어나 에이전시일 수도 
있습니다. 소스를 판단할 때는 원본 콘텐츠를 촬영한 사람과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고 있으며, 
저널리스트는 어떤 사람의 연락처나 뉴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 사람의 위치 등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소셜 미디어 계정을 오가며 실마리를 얻습니다.

3. 날짜: 이미지나 동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를 파악하는 것보다 
촬영된 날짜를 파악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에 
언론사는 이 두 날짜를 혼동하여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촬영한 직후에 
게시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늘 촬영하자마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4. 위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게시물에 특정 위치를 태그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정보는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위치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적으로 위치를 지도나 위성 이미지에서 찾는 것입니다.

5. 동기: 역사 수업에서처럼 소스의 관점과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의 소스가 우연한 
목격자인지, UN의 현장 직원인지, 활동가인지 등을 
자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거시적으로 뉴스 기사를 
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 뉴스 소스의 잠재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뉴스 소스의 동기에 의문을 가질 만한 잠재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학생 연령대가 낮은 경우 추가로 예를 묻기 전에 아래의 

예를 제시해보세요.
 ` 뉴스 소비자는 어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저널리스트의 동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에 기부한 사람이나 같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만을 인터뷰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에 관해 쓴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나면 온라인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때 얼마나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동영상의 위치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 
있지만 원본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람이 촬영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검증 프로세스가 항상 '그렇다'는 확실한 
대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프로세스를 통해 
실마리와 연결 관계를 찾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어떤 
콘텐츠가 믿을 만한지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4: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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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미지 준비 및 참고 사항
아래의 이미지를 강의실 앞쪽의 프로젝션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학생을 2~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누고 '검증 체크리스트'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과제
'검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파트너나 그룹과 함께 '검증 체크리스트' 레슨 자료를 완료하고 
각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온라인 도구 또는 오프라인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요? 도움이 될 만한 사진 속의 
정보는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찾아낸 것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의 그룹이 이미지의 
원본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세요.

질문
 ` 어느 사이트에 원본 콘텐츠가 있는 것 같나요?
 ` 이 이미지가 원본 콘텐츠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아래에 있는 Selfie Kid의 이미지는 소셜 미디어는 물론 다양한 
뉴스 미디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미지 준비 및 참고 사항
뉴스 사건이 발생하면 이미지와 동영상이 크게 늘어나고 같은 
사람이 여러 명에게 다른 각도에서 촬영됩니다. 콘텐츠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각 사람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의 사진을 저널리스트가 찍을 수도, 활동가가 찍을 
수도,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찍을 수도, 휴가 중에 근처를 
여행하던 사람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미지는 
각각 서로 다른 관심사와 의견, 심지어는 소스의 잠재적인 
편견까지도 반영합니다.

질문
 ` 이 두 번째 이미지의 소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검증할 

건가요?
 ` Selfie Kid와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서로 다른 두 사진을 촬영한 소스의 동기를 비교해보세요. 
소스의 동기가 이미지나 동영상이 촬영되거나 묘사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리소스
 ` Video by factcheck.org 

youtube.com/watch?v=AkwWcHekMdo
 ` 애슐리 호프만(Ashley Hoffman)의 기사: 슈퍼볼의 MVP는 

바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하프타임 쇼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Selfie Kid' 
time.com/5133184/selfie-kid-justin- timberlake-
super-bowl-halftime-show

 ` Youth and Media의 체크리스트/검증 체크리스트 
docs.google.com/document/d/1xp4-
0cpVM_00ufanK2mSPGW-vyFo1ahslZOQdnMBjY4/
edit

디지털 참여  레슨 4: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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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체크리스트

1. 진위:

 ` 이 이미지의 원본을 찾고 어디에서 찾았는지 적어주세요.

2. 출처:

 ` 이 이미지를 찍은 사람의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3. 날짜:

 ` 이미지가 언제 촬영되었는지 연월일을 적어주세요.

4. 위치:

 ` 이 이미지가 촬영된 주와 도시를 적어주세요.

5. 동기:

 ` 소스가 이 이미지를 찍고 공유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2018년 슈퍼볼 경기에서 매사추세츠 힝햄 출신의 라이언 맥케나(Ryan McKenna)라는 13세 소년의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하프타임 쇼 중에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찍은 사진이 셀 수 없이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맥케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아래의 사진을 찍은 후 'Selfie Kid'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래 검증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검토하고 각 질문에 답변을 적으세요.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와 오프라인 도구를 
생각해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사진의 어떤 정보가 각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참여  레슨 4: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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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 체크리스트
강사를 위한 자료

1. 진위:

 ` 이 이미지의 원본을 찾고 어디에서 찾았는지 적어주세요.

 ` 이미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역박향 이미지 검색(reverse image search)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어려워한다면 이미지의 가장 오래된 버전을 찾아보도록 제안하세요.

 ` 해당 이미지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라이언 맥케나의 Instagram 계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 2월 4일에 
업로드되었고 맥케나가 계정에 처음으로 올린 게시물입니다. 맥케나의 계정에서 같은 셀카 사진이 올라온 다른 게시물도 찾을 수 
있지만, 해당 게시물은 2018년 6월 21일에 다시 게시한 이미지입니다. 맥케나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함께 찍은 다른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만 이 사진들은 슈퍼볼에서 찍은 것이 아니거나 각도나 조명이 다릅니다.

 ` Instagram의 이미지가 원본 사진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더라도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있었던 날 이미지가 업로드되었기 
때문에 원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라면 라이언 맥케나에게 연락하여 이 이미지가 원본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출처:

이 이미지를 찍은 사람의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 라이언 맥케나의 별명인 'The Selfie Kid'가 소스에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라이언은 이 이미지를 촬영하고 Instagram에 업로드한 
사람입니다. 맥케나의 Instagram 사용자 이름은 'selfiekid'입니다.

3. 날짜:

이미지가 언제 촬영되었는지 연월일을 적어주세요.

 ` 이 이미지는 2018년 2월 4일, 2018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학생은 2018년 슈퍼볼 경기가 언제 열렸는지 
검색하여 사진을 찍은 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케나의 Instagram 게시물에서 타임스탬프를 찾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촬영한 시점과 업로드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18년 슈퍼볼이 열렸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슈퍼볼 경기에서 매사추세츠 힝햄 출신의 라이언 
맥케나(Ryan McKenna)라는 13세 소년의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하프타임 쇼 중에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찍은 사진이 셀 수 없이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맥케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아래의 
사진을 찍은 후 'Selfie Kid'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래 검증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검토하고 각 질문에 
답변을 적으세요.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와 오프라인 
도구를 생각해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사진의 어떤 정보가 각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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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

 ` 이 이미지가 촬영된 주와 도시를 적어주세요.

 ` 이 이미지는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학생은 2018년 슈퍼볼 경기가 어디에서 열렸는지 검색하여 사진을 
찍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동기:

 ` 소스가 이 이미지를 찍고 공유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 답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언 맥케나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팬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스타와의 짧은 만남을 
기록하고 싶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맥케나가 슈퍼볼에 참석하고 하프타임 쇼 때 관객석에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생은 맥케나의 Instagram 계정에 
스타와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하다는 점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맥케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의 셀카 사진이 인기를 얻은 후 
예기치 않게 'Selfie Kid'로 유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맥케나가 처음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동기가 순전히 유명세나 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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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ie ki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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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6 facebook.com/fbgetdigital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스크랩(원본의 복사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런 미디어 텍스트가 성행하면 뉴스 속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증 프로세스가 왜 더 어려워지는지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스크랩을 만들고 
스크랩의 소스나 뉴스 사건의 원래 맥락을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봅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5: 미디어 텍스트의 버전

레슨 5

미디어 텍스트의 
버전

 ` 필수 질문
 ` 온라인에서 원본 이미지와 이후에 만들어진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왜,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원본 이미지와 뒤따르는 사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나요? 

 ` 연령  ` 14~18세

 ` 자료 
 ` 인쇄하거나 프로젝터 화면으로 보여줄 'Selfie Kid' 이미지
 ` 인터넷 엑세스 
 ` 강사용 추가 리소스

 ` 준비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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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전문 저널리스트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5단계 검증 체크리스트에 관해 이미 배웠는데요.  
(검증 체크리스트의 다섯 가지 항목을 빠르게 요약합니다.)

1. 진위: 원본 콘텐츠를 보고 있나요?
2. 소스: 이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나요?
3. 날짜: 이 콘텐츠가 언제 촬영되었나요?
4. 위치: 이 콘텐츠가 어디에서 촬영되었나요?
5. 동기: 이 콘텐츠가 왜 촬영되었나요?
오늘은 체크리스트의 처음 두 가지 항목, 즉 진위와 소스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각색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저널리스트와 뉴스 소비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하고 그것이 올바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증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간주됩니다. 콘텐츠 검증에 여러 단계가 포함되고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 플랫폼에서 저 플랫폼으로 돌고 돌며 수정이나 
복사를 하기가 쉽고 원래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질문
 ` 한 플랫폼에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복사하여 다른 

플랫폼으로 공유해본 적이 있나요?
 ` 친구가 공유해준 게시물을 다른 플랫폼에 게시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게시물을 지웠다가 나중에 다시 공유해본 적이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스크랩은 원래의 플랫폼에서 복사한 콘텐츠를 말하며 때로는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동사 
'scrape'(긁다)에서 나온 '스크랩'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버전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복사된 콘텐츠를 뜻합니다. 

(스크랩은 미디어 텍스트의 사본이나 버전이라고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스크랩에 관해 더 많은 리소스를 찾고 싶다면 
사본이나 버전과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레슨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포괄하여 스크랩을 
'스크랩(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촬영한 사진을 Snatchat이나 WhatsApp 같은 비공개 
메시지 플랫폼에 공유했는데 한 친구가 그 사진의 스크린샷을 
찍어 Twitter와 같이 더 공개적인 플랫폼에 게시한다고 
상상해볼까요. 한 저널리스트 그 친구의 스크린샷을 찾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선택 사항: 학생에게 옆자리의 사람과 짝을 지어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합니다.

질문
 ` 내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 친구의 게시물이 유명해지고 50명이 그 게시물을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저널리스트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저널리스트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직접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이미지의 스크랩(버전)을 여러 개 
발견했다면 각 스크랩이 게시된 날짜를 확인하고 가장 처음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스크랩(버전)은 뉴스 속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매우 빨리 퍼지면서 원본 콘텐츠를 만든 
사람과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YouTube 같은 웹사이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뉴스 사건의 원본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재빨리 다시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First Draft) "뉴스 속보 
사건이 방송되고 몇 시간이 지나면 같은 동영상의 버전이 수백 
개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First Draft)

설명 및 활동 안내
어떤 콘텐츠를 처음 발견하면 그 콘텐츠가 원본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나 동영상이 원본인지 
알려주는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1. 스크랩(버전)은 원본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품질이 낮습니다. 파일 크기가 더 작거나 비율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콘텐츠를 조작하거나 
변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의 계정을 확인해보세요. 
뉴스 속보 사건의 다른 스크랩(버전)도 공유하나요? 
그렇다면 콘텐츠의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3. 이미지나 동영상이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인가요? 
단체는 "때때로 목격자의 콘텐츠를 재공유하기도 합니다." 
(First Draft) 

4. 마지막으로, 직감을 믿으세요. 이 사람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원본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온라인에서 관심 있는 최근 뉴스 사건의 이미지를 찾으세요. 
이미지의 소스를 파악하세요. 이미지의 스크랩을 만들어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유하세요. 이미지를 게시할 때 
공유하기 전에 편집하거나 자르거나 텍스트를 추가하는 등 
원하는 대로 변형해도 좋습니다. 이미지를 게시할 때 원본 
소스를 명시하세요.

디지털 참여  레슨 5: 미디어 텍스트의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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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그런 다음,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짧은 단락으로 작성하세요.

1. 어떤 이미지를 공유했고 왜 그 이미지를 선택했나요?
2. 그 이미지를 어디에 누구와 공유했나요?
3. 공유하기 전에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자르거나 텍스트를 

추가하는 등 변형을 가했나요? 변형하거나 그러지 않은 
동기가 무엇인가요?

4. 원본 소스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게시물이 다른 반응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옆 사람과 짝을 지으세요. 게시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해당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를 짧게 설명하세요.

질문
 `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온라인에 재공유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여러분이 본 것 중 사람들이 온라인에 공유한 다른 

스크랩(버전)을 생각해보세요. 소스를 명시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덜 중요한 경우가 있나요?

토론
이미지 준비 및 참고 사항
오늘날의 뉴스 지형에서는 누구나 인터넷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변형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문제의 콘텐츠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콘텐츠가 계속해서 변형되면서 원본 이미지를 알아볼 
수조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크랩(버전)이 밈(meme)으로 
유행하는 것이 이런 현상의 한 예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Selfie Kid' 라이언 맥케나의 이미지를 보세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라이언이 2018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이 사진을 찍은 후 Selfie Kid의 이미지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Selfie Kid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찍은 원본 사진을 복사한 
사진, 다른 사람이 Selfie Kid를 찍은 사진, 이 이미지의 
스크린샷 등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재공유되었고, Selfie Kid가 
누구이며 이 이미지가 언제 어디에서 찍혔는지 명시하지 않은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 스크랩(버전) 중 일부는 인기 밈으로 변형되어 주류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밈은 Selfie Kid의 원본 맥락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lfie Kid 밈만 
본 사람은 Selfie Kid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그가 어디에 갔는지,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 밈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스크랩(버전)을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는 밈이 있나요?
 ` 그 밈의 원본 소스도 잘 아나요? 원본의 맥락은 어떤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텍스트보다 특히 시각적 정보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로서 
여러분은 친구나 가족,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에 
어떻게 참여하고 공유하고 변형하면 좋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오늘 스크랩(버전)에 관해 배웠는데, 앞으로 보게 되는 

스크랩이나 밈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리소스
 ` First Draft의 동영상: 스크랩을 검증하기 어려운 이유 

youtube.com/watch?v=KoDCwBk90Hc
 ` 애슐리 호프만(Ashley Hoffman)의 기사: 슈퍼볼의 MVP는 

바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하프타임 쇼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Selfie Kid' 
time.com/5133184/selfie-kid-justin- timberlake-
super-bowl-halftime-show

 ` 알라스태어 레이드의 기사(First Draft): 항공기의 난기류 
영상이 오래된 것인지 모르고 사용한 언론사들 
firstdraftnews.org/several-news-outlets-duped-
into-publishing-old-flight-turbulence-footage

 ` 알라스태어 레이드의 기사(First Draft): 뉴스 업계의 미래에 
목격자 미디어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유 
firstdraftnews.org/why-eyewitness-media-is-
central-to-the-future-of-the-news-industry

 ` 말라키 브라운의 기사(First Draft): 동영상의 상세 정보 
검증을 위한 간단 가이드 
firstdraftnews.org/a-pocket-guide-on-verifying-
details-of-a-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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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lfie ki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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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0 facebook.com/fbgetdigital

출처: 이 레슨은 UC 버클리의 Greater Good Science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됩니다. 추가 정보와 리소스는 https://ggie.berkeley.edu/에서 
확인해보세요.

레슨 목표: 
40세의 삶에 대해 상상하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필수 질문
 `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지금 이것을 생각해보는 게 왜 중요한가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레슨 자료
 ` 글쓰기 재료

 ` 준비

활동 전 돌아보기

 ` 레슨 자료에 있는 가치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생각해볼 시간을 
가집니다. 그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가치가 일상생활과 장기적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6: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레슨 6

나의 가장 좋은 
모습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ggie.berkele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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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원하는 만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40살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보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눈을 감거나 앞쪽 바닥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
40살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잠시 상상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조용히 답을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삶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레슨 자료를 나눠주고 각자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학생에게 각자 쓴 글이나 이 프로세스에 관한 
생각을 공유할 시간을 줍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 
학생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전체 학생에게 이야기하도록 해도 
됩니다.

질문
학생에게 이 활동이 목적의식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목적이 확실치 않다면 목적에 대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나 
통찰력을 주었는지 물어봅니다.

과제
(강의 중에 진행하거나 숙제로 진행)

활동 후 돌아보기

학생의 반응은 어땠나요? 학생이 목적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활동 시트
이 레슨에는 학생과 강사용 레슨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을 적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강사용 답변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레슨은 그룹 활동인지 토론인지에 따라 섹션이 구분됩니다.

출처: The Purpose Challenge Toolkit은 켄달 코튼 브롱크 
(Dr. Kendall Cotton-Bronk) 박사가 Greater Good Science 
Center와 Prosocial과의 협력하에 제작한 것입니다. 
(kendallcottonbronk.com) 자세한 정보는 
purposechallenge.org에서 확인하세요.

ggie.berkeley.edu/practice/best-possible-self

http://purposechallen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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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Good Science Center는 웰빙의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을 연구하며, 번영하는 사회, 회복력 있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GGSC는 과학 연구와 실천 
활동에 모두 앞장서는 독보적인 단체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웰빙에 대한 획기적인 과학적 연구를 후원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개인적 삶과 직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알아보기: https://greatergood.berkeley.edu/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삶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업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장기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장기적인 목표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침
이 활동에서는 아래 질문에 답변할 때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세요. 원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철자나 문법은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묘사하세요. 

40살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잠시 상상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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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원하는 말하기 방식을 알게 됩니다.

` 그룹 내에서 소통할 때 포용과 공감을 표현합니다.

` 그룹 내의 소통에 편견이나 혐오가 있었는지 평가합니다.

` 부정적인 댓글, 편견,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 적절한 교실 내 소통의 지침을 만듭니다.

 ` 필수 질문
 ` 서로 소통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사람들이 온라인 소통에 어떤 책임을 가지나요?

 ` 연령  ` 11~14세

 ` 자료  ` '아무것도 안 함', '대응', '신고', '기타'라고 쓴 플래카드 각 한 장. 각 플래카드의 
제목 아래에 '설명'이라고 씀.

 ` 준비  ` '자료' 섹션에 설명된 대로 4장의 플래카드를 인쇄하거나 직접 손으로 씁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레슨 7

디지털 커뮤니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디지털 참여  레슨 7: 디지털 커뮤니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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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개요
이 레슨에서는 학생에게 디지털 소통에서 포용과 공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학생은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고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에 
대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절차
1. 소규모 그룹으로 학생을 나눕니다. 그룹별로 학급의 친구가 

자신에게 말을 걸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종이에 적도록 합니다. 존중, 눈 맞춤, 
위협적이지 않은 신체 언어, 포용, 정중함과 같은 개념에 
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합니다. 학생이 '사람들은 ....할 때 
나를 존중한다.'라고 시작하는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2. 몇몇 그룹이 적은 내용을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룹 내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면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3.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더 큰 영향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더 큰 영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4. 학생에게 Dictionary.com에 따르면 혐오 발언은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나 그룹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혐오 발언이나 
부정적인 댓글 또는 게시물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거나 보낼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봅니다. 온라인에서 들은 발언이 
학생의 오프라인에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학생 
자신이나 친구가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이나 부정적인 
댓글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5. 칠판에 다음 시나리오를 적고 한 학생을 시켜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 한 커플이 좋지 않게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당신에게는 좋은 친구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둘 중 한 명을 욕하는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 친한 친구가 최근에 다른 학생과 언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학생이 친구에게 인종차별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과 
커뮤니티의 멤버가 그 학생의 성별에 의구심을 가진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 중 몇 명이 이 학생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 창피한 상황에서 찍힌 당신의 사진과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 게시되었고 진짜 뉴스 기사인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 당신이 모르는 몇 학생이 소셜 미디어에 당신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6. 다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의 네 모퉁이에 
플래카드를 하나씩 부착합니다. (필요한 자료 참조) 
시작하기 전에 학생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상황을 더 
키우거나 잠재울 힘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시나리오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7. 각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읽고 학생에게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각 시나리오를 읽은 후 학생에게 해당 
시나리오에 어떻게 반응할지 가장 잘 설명하는 플래카드 
쪽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플래카드를 선택한 후, 같은 
플래카드에 모인 사람끼리 함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 행동이 상황을 더 키울지 잠재울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8. 학생의 생각을 들을 때 다음 내용을 토론하세요.
 ` 긍정적인 댓글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요? 긍정적인 

댓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거나 우정이 깨지거나 근거 없이 

비난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왜 더 나은가요?

 ` 온라인 소통에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가지나요?
 ` 모든 학생이 이 책임을 진중하게 여기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나요?
9. 레슨을 마무리하면서 학생을 소규모 그룹으로 다시 나눈 후 

이 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각 그룹에서 
오늘 얻은 교훈을 토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을 위한 
학급 지침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 만들면 그룹별로 학급 
전체에 발표하고 가장 좋은 지침에 발표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침을 강의실에 게시합니다.

용어
포용 (inclusivity,명사) 배제되거나 무시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려는 의도나 정책

공감 (empathy, 명사)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태도를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

혐오 발언 (hate speech, 명사)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나 그룹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모욕하는 발언

출처: 
dictionary.com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constructively-engaging-in-digital-
communities

디지털 참여  레슨 7: 디지털 커뮤니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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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질문

 ` 디지털 소통에서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는 정체성에 기반한 편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편견을 내포한 언어나 혐오적인 소통을 경험했을 때 
안전하고 정당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령  ` 15~19세

 ` 자료 

 ` '앞으로, 뒤로(Step In, Step Out) 활동 안내지' (강사용 리소스)
 ` '그룹 시나리오' 레슨 자료
 ` 노트 또는 종이
 ` 펜 또는 연필
 ` 시나리오 시트
 ` 차트용 종이
 ` 마커

 ` 준비
 ` 스펙트럼 활동 접착식 메모지의 내용을 적습니다.
 ` 포스터에 적을 수 있는 질문을 적습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레슨 목표 
`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마주칠 수 있는 편견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 디지털 공간에서 편견을 담고 있는 언어나 혐오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레슨 8

디지털 커뮤니티 멤버로서 시민 참여와 
소통하기

디지털 참여  레슨 8: 시민 참여 및 소통하기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36

레슨 개요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이 포럼, 댓글 섹션, 소셜 미디어 사이트,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소통합니다. 
교실에서 포용력 있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침을 세우는 
데 학생이 참여하는 것처럼 인터넷 그룹에서 소통하는 방법과 
온라인상의 편견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레슨에서는 디지털 소통을 보여주는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온라인상의 편견을 구분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절차
1. 편견의 정의를 보여주고 노트에 적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도록 합니다. 편견이나 
혐오를 담고 있는 온라인상의 발언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에 대응해서 
행동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학생이 일찍 마쳤다면 다음 질문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과 비교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편견이나 혐오를 담은 발언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학생이 생각을 다 적었으면 4~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서 생각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전체를 
대상으로 몇 가지 대답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4. 다음 활동인 '앞으로, 뒤로'(Step In, Step Out)는 디지털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편견이나 혐오의 유형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룹별로 작성했던 커뮤니티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활동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용감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학생이 원을 만들어 서도록 합니다. '앞으로, 뒤로' 레슨 
자료의 안내를 큰 목소리로 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읽어주는 상황 중에 학생이 경험한 상황이 있다면 서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소리 없이 신호를 
주면 학생은 다시 뒤로 걸어가서 원에서 원래 서 있던 곳에 
섭니다. 말없이 진행되는 활동이며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보는 활동임을 강조하고 활동이 끝난 후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6. 레슨 자료의 모든 내용을 완료한 후 활동 경험을 나누고 
반응과 관련성을 공유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해줍니다.

7.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마주칠 수 있는 편견의 유형을 학급 
전체가 브레인스토밍합니다. 학생의 응답을 적어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로는 혐오 발언, 혐오 상징, 모욕적인 욕, 종교, 
인종, 민족, 성적 취향, 성별, 능력, 이민 상태 등의 사회적 
구분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 유해한 협박, 모욕적인 
농담이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8. 사람들이 이런 혐오 발언이나 편견이 담긴 발언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브레인스토밍하여 두 번째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로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 토론 포럼, 
메시지 보드, 기사의 댓글 섹션, 소셜 미디어 페이지, 이메일, 
블로그가 있습니다.

9. 4~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학생을 나눕니다. 
배정받은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하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생각과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포스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배정받은 시나리오에 나오는 편견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안전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이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 모든 그룹이 학급 전체에 포스터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11. 시나리오에 나오는 전략 중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편견이나 

혐오 발언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에 관해 
학급 토론을 주도합니다. *학생의 응답을 차트에 
기록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시 멈춰서 자신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 표현된 편견이나 혐오의 유형을 생각해봅니다.
 ` 안전과 관련하여 생각해봅니다. 편견이나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인가?

 ` 같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합니다.
 ` 어떤 사건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게 나은 상황과 혼자 

대응하는 대신 어른을 개입시키는 것이 나은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라면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 온라인에서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을 당한 디지털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지하고 응원할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편견을 포함한 발언에 대응하는 전략은 
Teaching Tolerance가 발간한 'Speak Up at School'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학생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레슨 마지막에 토론을 요약하고 
더 많은 전략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civic-engagement-and-communication-as-
digital-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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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뒤로 활동 안내지

1. 나는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낸다.

2.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3. 나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한다.

4. 나는 온라인에서 시사와 뉴스를 접한다.

5. 나는 온라인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

6. 내가 아는 사람이 온라인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

7. 나는 나의 정체성(인종, 민족,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능력 또는 이민 상태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

8. 내가 아는 사람이 정체성(인종, 민족,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능력 또는 이민 상태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

9. 나는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지인에게 온라인에서 대응한 적이 있다.

10. 나는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모르는 
사람에게 온라인에서 대응한 적이 있다.

11. 나는 온라인에서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지인에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응한 적이 있다.

12. 나는 디지털 커뮤니티(예: Facebook, Twitter, 
Instagram, 게임 커뮤니티 등)의 약관을 위반하는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를 신고한 적이 있다.

13. 누군가가 나를 저격하는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서 나를 
변호하여 대응한 적이 있다.

14. 나는 온라인에서 마주친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와 관련하여 수치심, 후회, 죄책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15. 나는 디지털 커뮤니티의 멤버로 온라인에서 소통할 때 
개인적인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사람들이 편견이나 혐오 발언 또는 이미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뒤로 활동 안내지 

1. 학생이 원을 만들어 서도록 합니다. 말없이 진행되는 활동이며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보는 활동임을 강조하고 활동이 끝난 후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2. 학생에게 문장을 크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상황 중에 학생이 경험한 상황이 있다면 서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3. 소리 없이 신호를 주면 학생은 다시 뒤로 걸어가서 원에서 원래 서 있던 곳에 섭니다.
4. 모든 문장에 대해 반복합니다.
5. 활동 경험을 나누고 반응과 관련성을 공유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해줍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8: 시민 참여 및 소통하기



레슨 자료

38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미라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라와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여럿이서 게임을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미라와 친구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동일시하며 이슬람 혐오 발언을 합니다. 
미라와 친구들 중에는 무슬림인 친구가 있어서 이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시나리오 2
유진이는 동성애자이며 트랜스젠더입니다. 유진이는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에 셀카 사진과 성전환 경험과 관련된 
사진을 공유합니다. 최근 게시물에서 유진이는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환을 죄라고 하며 유진이를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등 성전환자에 대해 혐오적인 댓글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시나리오 3
자현이는 온라인에서 최근 벌어진 혐오 범죄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리면서 인종차별적이고 
흑인차별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욕, 노예 제도와 홀로커스트에 관한 불쾌한 농담이 담긴 댓글을 몇 개 읽게 됩니다. 사용자의 
아이콘 중에는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스와스티카 같은 혐오의 상징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4
아영이는 다가오는 할로윈 파티에 입을 의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룹 채팅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아영이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룹에 있는 누군가가 '인디언이나 멕시칸처럼 입겠다', '둘 다 소화하기 쉽고 
재밌는 의상이니까'라고 말하며 '챙이 넓은 멕시코 모자나 가짜 콧수염이나 깃털'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시나리오 5
세진이와 인규는 친한 친구이며 어느 날 방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세진이는 사촌이 조금 전에 올린 사진을 발견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에 둘의 관계와 그 
여자친구에 관해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모멸적이고 성차별적인 설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세진이 사촌의 전 여자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인규와 세진이는 이 게시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8: 시민 참여 및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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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참여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 뉴스 기사에서 편견을 파악합니다.

` 단어 선택을 분석하여 저자와 리포터의 관점을 파악합니다.

` 어조를 분석하여 저자와 리포터의 관점을 파악합니다.

` 뉴시 기사의 진실과 저자의 관점을 구분합니다.

` 이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비판적으로 판단합니다.

레슨 9

편견을 주는 단어 
분석하기

 ` 필수 질문
 ` 단어 선택이 어떻게 암시적으로 편견을 보여줄까요?
 ` 단어 선택을 통해 저자의 편견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 다양한 소스의 기사를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연령  ` 11~14세

 ` 자료 

 ` 시사나 학생과 관련 있는 주제의 기사 두 개
 ` 표를 만들 종이
 ` '뉴스의 편견 평가하기' 레슨 자료
 ` '편견이 담긴 뉴스 기사 만들기'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이 검토할 기사를 인쇄합니다.  

보수와 진보에 편향된 기사를 하나씩 포함합니다.
 ` 학생에게 나눠줄 레슨 자료를 각각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포용: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온라인에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 경계: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참여  레슨 9: 편견을 주는 단어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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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개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상세하게 배웁니다. 믿을 수 있는 소스를 선택하는 방법과 
온라인 검색의 이해에서부터 온라인 보안을 처리하고 디지털 
커뮤니티에 참여하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리즈 
내의 더 많은 레슨은 '관련 리소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슨 개요
이 레슨은 온라인 정보를 다룰 때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찾고 
검증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배웁니다. 학생은 같은 주제를 
다룬 서로 다른 소스를 비교 및 대조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런 다음 그룹별로 소스 
평가에 사용할 질문의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또한 소스에 편견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저자나 디자이너의 목적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기술을 편견이 내포된 관점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학생은 온라인에 있는 소스에 반응하고 디지털 
정보에 반응할 때 흔히 나타나는 판단 오류를 파악합니다.

절차
 ` 학생에게 한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하나 나눠줍니다. 

학생을 그룹으로 나누고 저자가 기사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사에 나온 사실을 나열하도록 합니다.

 `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기사를 나눠주고 이 기사는 
앞에서 나눠준 기사와 어조가 다르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같은 그룹에서 두 번째 기사에 나온 사실을 나열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저자가 기사에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같은 사건이나 사실을 묘사하는 두 
기사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열에는 '살해했다'를 적고 두 번째 열에는 
'죽였다'를 적습니다. 학생이 각자 표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 학급 전체에서 어조와 단어 선택에 적용된 격앙된 분위기를 
정의하고 토론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에게 그룹 
내에서 어조와 격앙된 단어에 기반하여 두 기사에서 찾은 
편견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뉴스의 편견 평가하기' 
레슨 자료를 사용하여 파악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2) 두 기사를 둘 다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룹 내에서 토론하거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도록 합니다. 

 ` 학생에게 이제 시사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접 
격앙된 기사를 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편견이 담긴 뉴스 
기사 만들기' 레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학생은 이 레슨 
자료를 참고하여 글쓰기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이 각자 쓴 글을 서로 공유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단어에 표시하고 서로의 글에서 편견을 파악한 후 그 
편견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합니다.  

용어
격앙된 (charged, 형용사) 흥분, 긴장, 감정이 가득 찬

어조 (tone, 명사) 글 속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태도

편견 (bias, 명사) 선입견. 한 사람이나 한 관점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관점보다 더 선호하는 것

관점 (point of view, 명사)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특정한 방식. 
어떤 사건이나 주제가 관찰되는 위치

암시적 (implicit, 형용사) 명확하거나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시사하거나 상정하는

출처: Google Dictionary, dictionary.com, 
en.oxforddictionaries.com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analyzing-how-words-communicate-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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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편견 평가하기

나눠준 뉴스 기사에 편견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분석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격앙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나 문구는 무엇인가요?

글은 어떤 어조로 쓰였나요?

저자는 자신의 관점에 대해 어떤 점을 보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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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담긴 뉴스 기사 만들기

어떤 사건에 대해 편견이 담긴 뉴스 기사를 작성할 것입니다. 글쓰기와 구조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이 기사에 나오는 사실을 전부 적어보세요.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실을 포함할 것인가요?

어떤 사실을 제외할 것인가요? 

나의 편견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어떤 격앙된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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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cebook.com/fbgetdigital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1: 지지 활동 및 변화 만들기

레슨 목표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고 싶은 두 가지 변화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지지 활동의 개념에 대해 배웁니다.

 ` 필수 질문
 ` 커뮤니티란 무엇일까요?
 ` 여러분에게 중요한 커뮤니티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포스터를 만들 종이
 ` 프로젝터

 ` 준비  ` 지지 활동에 사용된 웹사이트 중 학생들이 친숙할 만한 웹사이트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레슨 1

지지 활동 및 변화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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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활동이란?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우리의 커뮤니티와 주변 환경에는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특정 스포츠팀에서 뛰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음악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비싼 옷을 입도록 새로운 복장 규정을 
만든다든가, 당선된 정치인이 우리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우리의 
목적지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 버스를 세 개나 
타고 오랫동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질문
 `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나요?
 `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지 활동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강의실 앞쪽의 프로젝션 스크린에 지지 활동을 위해 활용된 
웹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웹사이트에 나온 지지 활동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길 원했던 사람들, 특히 청소년/청년들이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우 'Fight For 
$15'와 'Women's March'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례로는 'Global Voices', 'Greenpeace'와 'World Wildlife'가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한 가지 문제와 
여러분과 커뮤니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음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제
학생을 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현재 세션에서 각 
그룹에 시간을 줍니다. 적어도 이틀 동안 1) 자신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당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최소 두 가지씩 파악하고, 
2) 파악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갤러리 워크' 방식의 일환으로 더 큰 그룹을 
대상으로 발표할 때 이 포스터를 활용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그룹에서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커뮤니티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 측면을 조사하고 
파악하세요. '커뮤니티'는 학교, 이웃 또는 자신이 속한 지역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선생님 또는 가족과 그들이 
바꾸고 싶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2. 포스터를 만드세요. 각 그룹에서 만든 포스터는 벽에 
전시되며 '갤러리 워크' 방식으로 레슨이 진행되면서 각 
그룹이 파악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각 그룹은 문제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최소 2가지씩 파악해야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문제나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포스터에 붙이세요(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순서도나 그래프, 차트를 활용하여 문제의 정도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포스터는 다른 사람이 그룹 멤버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포스터를 보거나 읽을 때 문제와 잠재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과제
각 그룹에 조사하고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질문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큰 그룹이 다시 모이면 포스터를 벽에 전시하도록 하고 전체 
그룹에 20분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포스터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30분 동안 각 소그룹에서 포스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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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질문  ` 지지 활동에서 네트워크는 어떤 힘을 갖나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프로젝터

 ` 준비
 `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사회적 연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4 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목표 
소셜 네트워크를 지지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레슨 2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하기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2: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하기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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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활동을 위해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기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무엇을 아는지보다는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구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직장을 찾고 있거나 더 큰 무대에서 스포츠를 하려는 경우 좋은 
네트워크가 있으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지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커뮤니티에 더 쉽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부터 선생님과 커뮤니티 리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의 친구까지 포함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넘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셜 미디어, 더 넓게 인터넷은 지지 
활동에 기술적 도움이나 자원을 제공해줄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파트 2
동영상
강의실 앞쪽 프로젝션 화면으로 강사 자신 또는 학생의 지역 
상황에 적합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와 이러한 연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보여줍니다.

질문
 ` 기존에 사용하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요? 지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연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다음 활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설명하는 공유 
가능한 온라인 리소스를 만들 것입니다. 지지 활동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지 활동에 힘이 
되어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예: Google Docs, 소셜 미디어 플랫폼, Wordpress 
블로그, Neocities 웹사이트, Scratch를 활용한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등)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으세요.

1. 사안을 설명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으세요.

2. 해당 사안에 대한 여러 웹사이트(예: 온라인 기사)의 링크를 
포함하세요.

3. 해당 분야에 대해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트윗을 
작성하거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세 명을 
소개하세요. (선택 사항: 가능하다면 이 세 사람 모두에게 
트윗을 보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과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해 설명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이 활동을 30분 안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따라 
현재 모임 또는 두 번째 그룹 모임에서 학생에게 자신의 
리소스를 더 큰 그룹과 공유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강조하는 토론을 15분간 진행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2: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하기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역량 강화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질문  ` 디지털 미디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높일 수 있나요?

 ` 연령  ` 11~18세

 ` 자료  ` 프로젝터

 ` 준비
 ` 미디어가 인식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사례와 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지지 

활동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6 facebook.com/fbgetdigital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3: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레슨 목표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학습합니다.

레슨 3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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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미디어 활용
설명 및 활동 안내
미디어는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HolaSoyGerman은 YouTube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Malala Yousafzai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Twitter를 사용합니다.

때때로 젊은 인사들은 특정 문제를 다루는 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배우이자 활동가인 Amandla 
Stenberg는 2015년에 역사 수업에서 흑인 문화와 문화적 
전유에 대한 동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Amandla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대변하고 인식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아닌 TV, 라디오 또는 
신문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실 앞쪽의 프로젝션 화면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당 사안을 대변하는 데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자세히 제시하는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강사 자신이나 학생의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최근 동영상을 사용하세요.

설명 및 활동 안내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메시지를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통해 이를 확산하는 방법을 탐색하면서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과제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영감을 주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미디어의 예시를 찾아보세요. 
YouTube 동영상, Facebook 게시물, 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학생은 자신이 발견한 
콘텐츠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영감을 주는지 그룹에 설명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15분 동안 학생 각자가 중요시하는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디어의 
예시를 찾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15분 동안 각 학생이 그룹을 
대상으로 자신이 찾은 미디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보여주고 이것이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이 과제의 두 번째 부분은 할당된 시간에 따라 이번 그룹 모임 
또는 다음번 그룹 모임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지금까지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영감을 주고 
효과적인 미디어를 찾아보고 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만한 
미디어 유형이 무엇일지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사안에 대해 알리고 왜 사람들이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게시물

2. 사안에 대해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리는 이미지/그래픽 또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

3.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장려하는 동영상에 대한 
아이디어

이러한 아이디어와 함께 다음 사항도 적어주세요.

 ` 눈에 잘 띄면서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이상.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이 20분 동안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더 큰 그룹과 함께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토론 
시간은 15분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3: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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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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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해시태그가 사회운동을 홍보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배웁니다.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가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해시태그를 만들고,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한 홍보 방식을 고안합니다.

레슨 4

해시태그

 ` 필수 질문
 ` 다른 사람들이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시태그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 여러분은 특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시태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연령  ` 11~18세

 ` 준비
 ` 미디어가 인식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사례와 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지지 활동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4: 해시태그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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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를 활용한 
액티비즘
설명 및 활동 안내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저마다 다른 
이유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을 같은 주제의 다른 게시물과 연결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커가 해트트릭을 했던 최근 축구 경기 동영상을 
공유하고 싶은 경우 축구 동영상을 검색하는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설명에 '#축구'와 '#해트트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 스포츠 스카우터가 동영상을 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사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프로젝트에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에서 경찰관의 총격에 
Trayvon Martin이라는 청년이 숨진 사건 이후, 인권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인종 관계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BlackLives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해시태그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시태그의 인기가 
높아지자 더 많은 사람이 '#BlackLivesMatter'를 검색하면서 
유색인종으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나 오늘날 미국 
경찰과의 관계에 대한 게시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액티비즘을 통해 'Black Lives Matter'는 
유력인사들이 지지하는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상의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테러 단체인 Boko Haram이 
나이지리아 치복의 한 고등학교에서 276명의 소녀를 납치했을 
때, 나이지리아인들은 '#BringBackOurGirls'(우리 딸들을 
돌려달라)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온라인에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는 뜻을 함께하는 힘이 있는 유명인과 공인의 지원을 받아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적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캠페인을 위해 해시태그를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대학생들이 2012년 대선에서 
'#YoSoy132'(나는 132번째다)를 사용했고, 홍콩 대학생들이 
2014년 민주화 시위에서 '#umbrellarevolution'(우산 혁명)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었으며, 칠레 대학생들은 교육 
개혁을 외치며 '#MovimientoEstudiantil'(학생 운동)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캠페인을 벌일 경우 아이디어를 해시태그로 
표현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해시태그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제
파트 1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두 명씩 짝짓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조별로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 사용된 
해시태그를 찾아보세요. 해시태그를 찾으면 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세요. 이 요약 내용을 그룹 전체에 구두로 발표할 
것입니다. 15분 동안 해시태그를 찾고 요약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활동 시간을 15분 줍니다. 활동이 끝나면 15분 동안 각 조에서 
요약 내용을 그룹에 발표하도록 합니다.

질문
 `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나요?
 ` 해시태그별로 유사한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다른 해시태그보다 더 효과적(예: 다시 게시될 가능성이 

높음)인 것처럼 보이는 해시태그가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각 조에서 중요한 문제를 선정한 후 지금부터 설명하는 
활동을 이어가세요.

1. 해시태그를 만들어보세요.
2. 이미지, 인포그래픽, 밈, 차트 또는 그래프를 디자인하여 

해시태그를 홍보하세요.
3. 파트너와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 해시태그를 확산할 다양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세요. 다른 해시태그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성공적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활동에는 30분이 주어집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30분 동안 파트너와 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20분 동안 더 큰 그룹과 함께 해시태그, 관련 시각 자료, 
해시태그를 확산할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4: 해시태그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역량 강화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질문
 `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변화를 이끄는 데 디지털 기술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지지 캠페인 레슨 자료

 ` 준비

 ` 각 학생에게 나눠줄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미디어가 인식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사례와 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지지 활동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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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각자의 지지 캠페인을 위한 초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레슨 5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5: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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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계획
설명 및 활동 안내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등 지금까지 완료한 다른 학습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유용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네트워킹 및 미디어 도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캠페인을 계획할 차례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선택 사항: 본인이나 학생의 지역에 적합한 청소년 관련 지지 
캠페인을 보여줍니다. 어떤 캠페인을 선택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면 Voices of Youth(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제공) 
웹사이트와 Global Voices(웹사이트 내에서 'youth'로 검색) 
웹사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설명할 때 
프로젝션 화면에 캠페인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커뮤니티에서 진행하고 싶은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세요. 이전 학습 시간에 작성한 글을 일부 포함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루고 싶은 문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캠페인을 위해 선택한 대중문화 캐릭터가 캠페인 목표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캠페인을 계획하는 데 30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1.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나요?
2. 어떤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나요?
3.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싶나요?
4.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나요?
5. 캠페인을 위해 활용하고 싶은 대중문화 캐릭터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누가 캠페인을 도와주나요?
7. 캠페인을 위해 어떤 해시태그를 만들 예정인가요?
8. 캠페인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캠페인 워크시트나 별도의 종이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학생에게 지지 캠페인 워크시트를 나누어줍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 작성한 글을 공유하세요. 파트너와 함께 
캠페인의 가장 기대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각자 캠페인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을 20분 줍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5: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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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나요?

어떤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싶나요?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나요?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대중문화 캐릭터나 스토리를 사용할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나요?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나 가족, 선생님인가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과 잠재적으로 인맥을 구축하여 주제가 되는 
사안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캠페인을 위해 어떤 해시태그를 만들 예정인가요? 캠페인을 위해 사용할 기존의 해시태그는 어떤 것인가요?

캠페인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지 캠페인 워크시트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5: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역량 강화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이 레슨은 UC 버클리의 Greater Good Science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됩니다. 추가 정보와 리소스는 https://ggie.berkeley.edu/에서 
확인해보세요.

13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목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합니다.

` 중요성에 따라 가치를 나열합니다.

`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신의 삶과 미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봅니다.

 ` 필수 질문  ` 여러분의 가치가 일상의 행위와 미래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연령  ` 10~18세

 ` 자료 
 ` '개인적인 가치 탐구' 레슨 자료
 ` 글쓰기 재료

 ` 준비

활동 전 돌아보기

 ` 레슨 자료에 있는 가치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생각해볼 시간을 
가집니다. 그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가치가 일상생활과 장기적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레슨 6

개인적인 가치 탐구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6: 개인적인 가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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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는 삶의 목적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과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삶에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목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레슨 자료에 있는 각각의 가치를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보세요.

 ` 학생들에게 레슨 자료를 나눠주고 각자 자료에 있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활동이 끝나면 '1'로 번호를 매긴 항목에 대해 다음 질문의 
답변을 쓰도록 합니다. 이 질문은 레슨 자료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 이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가치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점을 보여주나요?

 ` 이 가치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이 가치가 여러분의 장기적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가치가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에게 각자 쓴 글이나 이 프로세스에 관한 생각을 공유할 
시간을 줍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 학생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전체 학생에게 이야기하도록 해도 됩니다.

과제
(강의 중에 진행하거나 숙제로 진행)

학생에게 이 활동이 목적의식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목적이 확실치 않다면 목적에 대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나 
통찰력을 주었는지 물어봅니다.

활동 후 돌아보기

학생의 반응은 어땠나요? 학생이 목적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활동 시트
이 레슨에는 학생과 강사용 레슨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을 적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강사용 답변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레슨은 그룹 활동인지 토론인지에 따라 섹션이 구분됩니다.

출처: The Purpose Challenge Toolkit은 켄달 코튼 브롱크 
(Dr. Kendall Cotton-Bronk) 박사가 Greater Good Science 
Center와 Prosocial과의 협력하에 제작한 것입니다. 
kendallcottonbronk.com 자세한 정보는 
purposechallenge.org 에서 확인하세요.

ggie.berkeley.edu/practice/exploring-your-personal-
values/#tab_2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6: 개인적인 가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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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Good Science Center는 웰빙의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을 연구하며, 번영하는 사회, 회복력 있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GGSC는 과학 연구와 실천 
활동에 모두 앞장서는 독보적인 단체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웰빙에 대한 획기적인 과학적 연구를 후원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개인적 삶과 직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알아보기: https://greatergood.berkeley.edu/

레슨 자료

15

개인적인 가치 탐구

지침
아래 항목을 읽고 각 항목의 내용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 가지 항목 옆에 '1'이라고 적으세요. 
여러분과 일치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일곱 가지 항목 옆에 '2라고 적으세요. 
여러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항목 옆에 '3'이라고 적으세요.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술 작품(예: 음악, 그림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내가 스스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친구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 문제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의 가치와 신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1'이라고 표시한 각 항목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이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가치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점을 보여주나요? 

이 가치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가치가 여러분의 장기적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가치가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6: 개인적인 가치 탐구

레슨 자료

https://greatergood.berkeley.edu/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역량 강화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목표: 
` 디지털 액티비즘에 참여하는 이유를 탐구합니다.

` 사회적 액티비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디지털 액티비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 필수 질문
 ` 사회적 액티비즘의 도구로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온라인에서 하는 사회적 액티비즘의 장점과 한계나 부정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연령  ` 11~19세

 ` 자료 

 ` '나의 의견' 안내지(6~8, 9~12)
 ` 생각 노트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eaching-strategies/close-and-
critical-reading/thinking-notes

 ` 펜/연필
 ` 발레리야 사프로노바(Valeriya Safronova)의 'Millennials and the Age of Tumblr 

Activism'(밀레니얼 세대와 Tumblr 액티비즘의 시대) 복사본 
nytimes.com/2014/12/21/style/millennials-and-the-age-of-tumblr- 
activism.html

 ` 종이 포스터
 ` 마커
 ` 퇴장 카드(퇴장 카드 주차장 차트에 사용할 인덱스 카드나 접착식 메모지)

 ` 준비
 ` 각 학생에게 나눠줄 종이, 마커, 펜/연필, 인덱스 카드를 준비합니다.
 ` 학년에 맞는 '나의 의견' 안내지를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레슨 7

사회적 활동에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7: 사회적 활동에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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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개요
이 레슨에서 학생은 사회적 변화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와 활동가도 있지만, 소극적이고 안일한 사회 운동을 
뜻하는 '안락의자 액티비즘'(armchair activism), 
'클릭티비즘'(clicktivism), '슬랙티비즘'(slacktivism)의 한계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레슨에서는 정체성, 다양성, 
정의와 행동과 관련한 주제를 대표하는 바이럴 해시태그 
캠페인의 효과를 살펴봅니다. 논거를 만들기 위해 기사를 
활용하여 온라인 액티비즘의 장단점,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합니다.

절차
1. 레슨 시작 전에 강의실의 세 곳에 '동의', '반대', '미정'이라고 

쓴 표시를 부착합니다. 이 표시는 '나의 의견' 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2. 준비 활동으로 학생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을 쓰도록 하세요.
 ` 액티비즘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적 사안이나 세계적 문제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여 

액티비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술은 
인터넷, 휴대폰, 소셜 미디어 사이트 등을 의미합니다.)

 ` 기술이 액티비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나요? 
(참고: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도록 하세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합니다.

3. 학생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답변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 내에서 어떤 도구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모든 그룹에서 답변을 몇 가지 
들어봅니다.

4. 기술에 대한 논란을 소개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액티비즘과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학생에게 학자와 활동가가 
디지털 액티비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언급한다고 
알려줍니다. '액티비즘'의 정의를 노트에 적도록 하고 
디지털 액티비즘의 의미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디지털 액티비즘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도 있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나의 의견' 활동
1. 각 학생에게 '나의 의견' 활동 안내지를 나눠줍니다. 

안내지를 확인하고 전체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답변을 적도록 합니다. 생각하고 답변을 적을 
시간을 준 후 강의실에 '동의', '반대', '미정'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2. 첫 번째 문장을 크게 읽고 학생이 자신의 답변을 나타내는 
위치에 가서 서도록 시간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침을 상기해줍니다.

3. 답변에 따라 학생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면 '나의 의견'을 
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답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각 그룹에서 한 학생에게 서기 역할을 
맡겨 그룹 내에서 논의된 요점을 적도록 합니다.

4. 각 그룹에서 한두 명을 뽑아 각 그룹에서 적은 생각을 전체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합니다.

5. 두 번째 문장도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6. 학생에게 '이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두 문장 중 

하나에서라도 마음이 바뀐 사람이 있나요? 특히 
'미정'이었던 사람들 중에서요.'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룹에서 답변을 몇 가지 들어봅니다.

7. 디지털 액티비즘에 대한 생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읽기 
활동을 진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학생에게 '디지털 
액티비즘의 장점과 한계나 부정적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학생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파트너와 생각을 나누도록 합니다. 모든 그룹에서 답변을 몇 
가지 들어봅니다.

8. 생각 노트: 발레리야 사프로노바(Valeriya Safronova)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Millennials and the Age of Tumblr 
Activism'(밀레니얼 세대와 Tumblr 액티비즘의 시대) 
복사본을 한 부씩 나눠줍니다. 생각 노트 전략의 계획서를 
따릅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생각 노트 전략 계획서의 세 
번째 항목에 나온 것처럼 학생에게 독립적으로 읽거나 함께 
읽는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9. 생각 노트 활동을 끝내면 'Millennials and the Age of 
Tumblr Activism' 기사에서 논의된 디지털 액티비즘의 
사용과 장단점에 대해 전체 그룹이 토론하도록 합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고 답변하게 한 후에는 기사의 문장을 근거로 
들어 생각을 뒷받침하도록 합니다. 토론 중에 학생이 
이야기한 장점과 단점을 차트에 적습니다.

10. 레슨의 주제를 학생의 관심사와 기관 관련 사회적 행동과 
연관시키는 퇴장 카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음 질문을 
사용하거나 질문을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어
액티비즘 (activism, 명사) 직접적이고 활발한 행동을 강조하는 
운동. 특히 논란이 되는 문제의 한 측면을 지지하거나 반대함.

슬랙티비즘/클릭티비즘 (slacktivism/clicktivism, 명사) 정치적 
또는 사회적 사안을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하는 행동. 
그러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출처: 
merriam-webster.com 
Google Dictionary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social-media-for-social-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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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 안내지

활동을 위해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1.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Twitter, Instagram)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드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 온라인에서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실생활)에서 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3. 소셜 미디어와 기술 덕분에 오늘날 청소년은 20여 년 전의 청소년보다 사회 정의에 더 관심이 많다.

4. 사회 문제에 관한 해시태그나 기사를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액티비즘이 아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7: 사회적 활동에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역량 강화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facebook.com/fbgetdigital 디지털 역량 강화  레슨 8: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디지털 도구

 ` 필수 질문  ` 능동적인 시민의식에 디지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연령  ` 14~19세

 ` 자료 
 `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개선' 레슨 자료
 `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평가 및 제안하기' 레슨 자료
 `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의 사례'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에게 나눠줄 레슨 자료를 각각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참여: 나는 시민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의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술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합니다.

레슨 목표: 
`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해 디지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합니다.

레슨 8

능동적 시민의식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디지털 도구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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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개요
이 레슨에서는 기술이 능동적 시민의식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알아봅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소셜 미디어나 웹 기반 전략을 제안합니다.

절차
1. 학생들에게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사회적 액티비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Arab 
Spring(아랍의 봄), Occupy Wall Street(월가 시위),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비롯하여 MoveOn.org와 Tea Party 같은 단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메시지, 사진,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도달하는 것처럼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배포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단체 내에서 소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2. 학생에게 학생이 이끄는 몇 가지 시민의식 프로젝트를 
검토하도록 요청받은 기술 상담원 역할을 맡아 역할극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3. 3~4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학생을 나눕니다.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개선' 레슨 자료를 
모든 그룹에 나눠줍니다. 학생과 지침을 함께 확인하고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개발 및 ICT 도구' 섹션에 대한 
함께 읽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4. 다음으로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평가 및 제안하기' 
레슨 자료와 학생이 이끄는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의 
사례를 나눠줍니다. (필요한 자료 확인) 함께 지침을 
확인하고 사례를 살펴봅니다. 평가하고 제안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모든 그룹이 제안 사항을 모두에게 
발표하도록 합니다.

활동 확장
학생이 직접 능동적 시민의식 캠페인을 계획하도록 합니다.  
이 레슨의 레슨 자료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구상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용어
능동적 시민의식 (active citizenship, 명사) 지방자치부터 
국가적 수준까지 지역 커뮤니티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참여. 
예: 거리 청소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기술, 참여를 교육하라고 주장하는 캠페인

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명사)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잠재력을 지니고 즉각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으로 
구성된 통신 기술의 집합.

블로그 (blog, 명사) '웹 로그'(web log)의 준말. 작가나 여러 
작가의 경험, 관찰 내용, 의견 등을 적은 글을 담은 웹페이지. 
자주 업데이트됨.

웹사이트 (website, 명사) 하나의 주제나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페이지가 연결된 것.

텍스트 메시지 (text message, 명사)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전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명사) 웹사이트나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하고 정보와 자료 등을 공유하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출처: 
dictionary.com 
techterms.com 
freethesaurus.com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digital-tools-as-a-mechanism-for-activ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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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자료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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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개선

도입
전국의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이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무료 배식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술 교육까지 다양하며 주로 학교가 주최하고 
후원합니다.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개발
누군가를 도우려는 열망과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은 성공적인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효과적인 도구와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계획 단계가 필요합니다. 

 ` 프로젝트 설명하기. 문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들도 1) 이 사안이 문제라는 점과 2)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지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조직하세요. 이 정보는 프로젝트 조직 
초기에 중요하며 후원자와 봉사자도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 프로젝트 인식 높이기. 다른 사람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과 프로젝트가 어떤 도움이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도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프로젝트를 위한 행동 계획 세우기.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세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요? 이 활동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 프로젝트를 도와주거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느 프로젝트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사람과 후원을 통해 지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여나 후원을 해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적절한 정보 통신(ICT)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 프로젝트 평가하기. 프로젝트가 진전됨에 따라 그 효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어떻게 측정할 
건가요?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나요?  

ICT 도구
프로젝트에 가장 알맞은 정보 통신 기술 도구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웹로그'의 준말인 블로그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입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면 정보를 확인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기본 정의는 웹에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정보(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를 담은 웹페이지의 모음입니다.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에서 웹사이트는 관제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강령, 목표, 관리, 운영, 참여, 후원 정보, 성과 등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이 이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SMS(텍스트 메시지): 디지털 기기, 특히 휴대폰에서 이루어지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능동적 시민의식 단체는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이벤트나 활동에 대해 알리는 데 SMS를 이용합니다.   

 `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 댓글을 달고 메시지와 이미지, 동영상을 전송하여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정보를 제시하기만 하는 웹사이트와는 구별되며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정보로 
기여하고 제시된 정보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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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여러분이 살펴볼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프로젝트 
설명을 읽고, 적절한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를 사용했다면 프로젝트 운영이 개선되고 성공 확률이 높아졌을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프로젝트에 조직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과 어떤 ICT 도구가 운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좋았을지 생각해보세요. 제안 사항을 적고 아래 차트에 어떻게 생각을 발전시켰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프로젝트 이름 예시: '우리 동네의 노숙인', 집이 없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의식 고취. 조직적으로 필요한 것: 의식 고취. ICT 
도구 유형: 소셜 미디어 페이지와 SMS. 이유: 친구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문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됨. 

 ` 프로젝트의 이름, 간단한 설명, 제시한 사회 문제:

 `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은 ICT가 무엇인가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안하는 사항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제안 사항을 요약하세요.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필요하다면 종이를 한 장 더 써도 됩니다.)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 평가 및 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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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ER BOWL OF CARING'
'Souper Bowl of Caring'이라는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에 한 고등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전주에 학생들이 
통조림 식품을 기증받고 현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열어 지역의 무료 배식소에 기증했습니다. 슈퍼볼 경기 전 토요일에 기증할 식품과 
모금한 금액을 가져가서 오전에 통조림을 정리했습니다. 2월은 무료 배식소가 기부 물량을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에 기부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나면 연초에는 기부 물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시민의식 박람회
한 중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전체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능동적 시민의식 박람회를 주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봉사 기회를 알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박람회에 다녀갔고, 참가한 단체는 
Black Lives Matter, Anti-war Movement, Honoring Veterans, Alliance for Climate Protection을 비롯하여 20개에 
달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98%는 박람회에서 다뤄진 주제 중 많은 주제에 이미 관심이 있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선을 위한 독서 마라톤
고등학생들이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독서 마라톤을 주최했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열린 이 모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독려하고 연구자들을 도울 자금을 모금하고 학생들이 능동적 시민의식 점수를 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약속을 받고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2시간 동안 책을 읽은 후에 기부금을 받으러 돌아왔습니다. 이 행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되었습니다.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의 해당 지역 지부는 이 행사에서 1,100달러를 모금한 
데 대한 답례의 표시로 학교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신발 상자 작전
학생들과 학생 단체가 지역에서 진행된 'Operation Shoebox'(신발 상자 작전) 프로젝트를 주최하여 National Guard의 파병 
군인과 비행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모았습니다. 입술 보호제, 소용량 유리 세척제, 선크림, 소고기 육포, 견과류, 조미료 등을 신발 
상자에 가득 담았고 여가에 즐길 수 있도록 비디오 게임, 책, 보드게임도 넣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내용물이 가득 찬 
신발 상자를 대략 480개나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BUNDLES OF LOVE
한 고등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 학생들이 영아에게 필요한 의류, 침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Bundles of Love를 위해 담요 
만들기 운동을 벌여 35장의 담요를 만들었습니다. Bundles of Love의 지역 지부는 매달 25장의 담요를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60개의 
치료소와 에이전시, 병원을 돕습니다. 지역의 WalMart가 담요를 만들 천을 기증했고 학생들은 두 장으로 겹쳐진 플리스 천의 
모서리를 가늘게 잘라 매듭을 지었습니다. 

인종 고정관념 줄이기  
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몇 명이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중동 혈통의 사람들을 근거 없이 의심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이 의식 고취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커뮤니티에 해당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전단을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문제를 알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능동적 시민의식 프로젝트의 사례



레슨 자료

` 24

레슨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

Facebook © 2020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디지털 기회
교육 리소스





목차

 ` 레슨 1: 경험 탐색하기  2

 ` 레슨 2: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8

 ` 레슨 3: 이력서 작성하기 13

 ` 레슨 4: 알고리즘이란? 20

 ` 레슨 5: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 43

 ` 레슨 6: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61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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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목표: 
학생들이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특정 경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경험이 미래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 필수 질문  ` 과거의 경험이 현재 여러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연령  ` 10~16세

 ` 자료 

 ` '새로운 도전하기' 레슨 자료 
 ` '나의 목표 계획' 레슨 자료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 프로젝터 및 프로젝션 스크린
 ` 플립차트 또는 포스터(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마커
 ` 종이 
 ` 펜 또는 연필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량  ` 균형 잡힌 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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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개성을 부여하는 
경험
설명 및 활동 안내

 ` 오늘은 가장 먼저 우리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과 해당 경험이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각각 고유한 개성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지금부터는 이 중요한 기억을 '핵심 기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성격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의 핵심 
기억 중 하나는 처음으로 매우 어려운 곡을 성공적으로 
연주했던 순간입니다. 또한 가족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경우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낸 휴일이 
핵심 기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때때로 핵심 기억은 행복한 기억입니다. 또는 슬프거나 
우습거나 심각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의 
혼합일 수도 있죠! 

 ` 이러한 경험의 본질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짝을 

지어 토론해보세요. 이 경험이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동영상에 등장하는 '성격의 섬(Islands of 
Personality)'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 기억이 여러분의 
섬(성격의 한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 하나 이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파트너와 함께 10분 동안 토론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을 두 명씩 나눕니다.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10분 동안 
토론할 시간을 줍니다.

질문
 `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를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여러분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세요. 자신에 대해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분이 있나요?

새로운 경험 만들기
설명 및 활동 안내

 ` 우리는 각자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을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호작용합니다.

 ` 이러한 기억 중 일부는 '핵심 기억'으로,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단계: 고유한 개성을 부여하는 경험'을 이미 완료한 경우 다음 
예시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를 읽고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인 셈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핵심 기억 중 하나는 어린 
시절 가족이 시를 읽어주던 기억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여행과 전 세계 오지 탐험에 열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핵심 기억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놀랍고 멋진 해외 여행을 했던 기억일 것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 및 장소와 
관계를 맺으며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선택 중 일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 결정을 조금만 바꿔도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우고 싶지만 학교 과제와 외부 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볼까요. 주중에는 매일 
자유 시간이 약 1시간뿐이며, 이 시간에는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또는 격일로 15분만 시간을 내어 기타를 
연습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타 연주 실력이 
발전하고 자신감이 점점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오늘 여러분은 항상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던 중간 크기의 목표(달성하기 위해 최소 몇 
주가 걸리는 목표)를 각자 선택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음가짐 갖추기, 규칙적인 
연습, 항상 궁금했던 분야(예: 사진 촬영, 역사의 특정 시기 
학습 등) 배우기 등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15분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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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참고 사항
'새로운 도전하기' 레슨 자료와 펜 또는 연필을 나눠줍니다. 
작성할 시간을 15분 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다시 모여봅시다.
 ` 첫째,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때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 의식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부딪힐 때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 또한 과거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달성한 도전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전략(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 특히 
성공적이었던 전략이 있었나요? 

 ` 예를 들어, 더 자주 운동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과거에 사용했던 전략 중 매우 
효과적이었던 전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것처럼 
특정 시간을 정해 운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운동할 
때 가장 즐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자주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과거에 어려운 목표에 직면했던 순간과 그 목표를 달성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과거의 경험이 도전적인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학생들의 답변 중 일부를 플립차트/포스터 또는 보드에 
기록합니다. 일부 아이디어는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좋습니다. 답변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면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정하여 특정 사고방식(예: 
"나는 X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해!")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도전에 대해 더 명확한 관점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 중 한 명에게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울까요?

 ` 또 다른 방법은 친구나 가족, 교육 담당자, 멘토와 같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질문
 ` 과거에 목표나 문제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더 명확한 방법으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 방법을 시도해보았나요?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새로운 도전하기' 레슨 자료에 각자 적어 놓은 도전 
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 어려워 보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오늘 논의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떠올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첫째, 목적 의식과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를 
생각해봅니다.

 ` 둘째, 과거의 어려운 경험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던 
방식과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셋째, 새로운 관점으로 도전 과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이 내용을 플립차트/포스터 또는 보드에 기록하세요.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구상하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적용해봅시다!

 ` 여러분에게 4주짜리 플래너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주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단계를 최소 
2가지씩 기록하세요. 거창한 단계를 구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10~15분씩 수행할 작업이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 단계를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고, 자료의 세 번째 칼럼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세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1: 경험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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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참고 사항
'나의 목표 계획'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이 작성할 
시간을 10분 줍니다.

질문
 `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몇 가지 단계를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 과거의 경험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멋진 방법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사소한 변화와 간단한 
단계를 통해 항상 새롭고 도전적이며 흥미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 여러분이 오늘 작성한 단계를 활용하여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진행 상황을 
친구,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디지털 기회  레슨 1: 경험 탐색하기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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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에게 삶에서 목적 의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 깊은 친구가 되어주기, 
학교에서 좋은 성적 기록하기, 종교 활동하기 등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프로젝트나 활동을 시도할 때,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도전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어려운 생물학 시험을 준비할 때는 평소처럼 
과학 시험을 준비하며 단순히 자료를 읽는 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플래시 카드를 만드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창의적 글쓰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아침에 연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도전 과제를 마주했던 상황, 즉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중 효과가 
좋았던 전략을 몇 가지 적어보세요. 

3.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중간 크기(달성하기 위해 최소 몇 주가 걸리는 목표)의 도전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도전하기

디지털 기회  레슨 1: 경험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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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 계획

매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수행할 계획인가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과거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여기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세요.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새로운 도전하기' 레슨 자료에 적어 놓은 목표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해야 할 일(10분이라도 
좋습니다!)을 최소 2가지씩 적어보세요. 또한 과거의 경험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세요. 

디지털 기회  레슨 1: 경험 탐색하기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facebook.com/fbgetdigital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회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학생들이 자신이 보유한 3가지 유형의 기술(전환 가능 기술, 지식/전문 기술, 개인적인 특성 기술)을 
식별하고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미래의 기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레슨 2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 필수 질문  `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까요?

 ` 연령  ` 12~18세

 ` 자료 
 ` '(동사, 명사, 형용사) 기술 평가하기!' 레슨 자료 
 ` 종이 
 ` 펜 또는 연필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량  ` 균형 잡힌 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2: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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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은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오늘은 우리의 기술 및 강점을 탐구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여러분의 관심사와 취미를 자원봉사 기회, 인턴십, 대학 
진학 또는 커리어 경로 등 다양한 기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이 학교 안팎에서 개발한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동사, 명사, 형용사) 기술 평가하기!' 자료와 함께 펜 또는 
연필을 나눠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자료에는 2가지 유형의 기술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전환 가능 기술 및 2) 지식 또는 전문 기술 전환 가능 
기술은 기존의 기회에서 새로운 기회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기술은 간호사, 학교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조사', 
'계획', '협상'과 같은 동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식 또는 
전문 기술은 비주얼 아트(예: 그래픽 디자인) 또는  
과학(예: 화학)과 같은 특정 지식 영역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보고서에 포함할 흥미로운 
인포그래픽을 생성하는 방법,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책, 멘토를 통해서 배우거나 혼자서 
익힐 수 있는 유형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생물학', 
'연극학', '통계학'과 같은 명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나눠드린 자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기술에 대한 칼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인적인 특성 기술이라고 하며,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접근할 때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넘칠 수도 있고, 언제나 최대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력이 강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있죠.

 ` '(동사, 명사, 형용사) 기술 평가하기!' 자료를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전환 가능 기술 및 지식/전문 기술에 
대해 각각 여러분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개인적인 
특성 기술'이 표시된 마지막 칼럼은 지금은 일단 
넘어가세요.

 ` 일부 지식/전문 기술의 경우,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 예술' 영역 중에서 
피아노 연주 기술이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위 영역' 칼럼에서 해당 지식 분야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자신이 갖춘 기술)을 자유롭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 지식/전문 기술 리스트의 맨 아래에는 비어 있는 칼럼이  
몇 개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진 기술 
영역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하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이 자료의 '전환 가능 기술' 및 '지식/전문 기술' 칼럼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작성한 시간을 10분 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술(전환 가능 기술 및 지식/전문 

기술 중 4점 또는 5점으로 표시한 기술) 중 최소 5개 이상의 
기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친절하게',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등의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성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새로운 업무나 활동을 시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개인적인 특성 기술/형용사' 
칼럼에 몇 가지 형용사를 적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이 자료에 몇 가지 개인적인 특성 기술을 적을 시간을 5분 
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연습을 통해 명사, 동사, 형용사를 혼합한 형식으로 

자신만의 몇 가지 강점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미래의 기회를 떠올릴 때, 자신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명사, 동사,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는 
각각의 기술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하고 함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2: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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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 워크시트를 작성한 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0가지 기술을 
적어보세요. 전환 가능 기술 및 지식/전문 기술을  
혼합하여 선택하고 앞서 적어 둔 몇 가지 개인적인 특성 
기술을 추가하면 동사, 명사, 형용사 기술 리스트가 
완성됩니다. 

 ` 10가지 기술 각각에 대해 여러분이 이 역량을 활용했던 
상황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세요. 

 ` 마지막으로 리스트에서 최소 5가지 이상의 기술을 
선택하고,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기회를 
추구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리스트 
아래의 단락에 이러한 기술을 결합할 방법을 설명하세요. 

 ` 예를 들어, 제가 정신 건강 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미술 수업(지식/전문 
기술)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받고 있으며, 그룹 회의와 대중 
연설 기획(전환 가능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개인적인 특성 기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래에 이 기술을 활용하여 그룹 
기반의 미술 치료 세션을 개최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매주 
그룹 구성원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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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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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명사, 형용사) 기술 평가하기!'

전환 가능 기술/동사 기술에 대한 숙련도 개인적인 특성 기술/형용사

시간 관리 1 2 3 4 5

계획 및 정리 1 2 3 4 5

갈등 해결 1 2 3 4 5

설득 1 2 3 4 5

협상 1 2 3 4 5

커뮤니케이션(서면) 1 2 3 4 5

커뮤니케이션(대면) 1 2 3 4 5

대중 연설 1 2 3 4 5

협업 1 2 3 4 5

멘토링/코칭 1 2 3 4 5

2개 이상의 언어 말하기/읽기/쓰기 1 2 3 4 5

자료 조사 1 2 3 4 5

분석 1 2 3 4 5

창의적인 사고 1 2 3 4 5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 1 2 3 4 5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Snapchat) 활용 능력 1 2 3 4 5

Adobe 제품군(예: Photoshop, InDesign) 활용 능력 1 2 3 4 5

Microsoft Office(예: Word, Excel) 활용 능력 1 2 3 4 5

   

자신만의 기술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회를 결정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아래 기술에 대한 자신의 숙련도를 1~5점(5점 = 매우 숙련됨, 1 = 해당 역량 없음)으로 
평가해보세요. 다음으로, 몇 분 동안 전환 가능 기술 및 지식/전문 기술에 적용할 만한 개인적인 특성 기술 몇 가지를 
추가하세요. 

디지털 기회  레슨 2: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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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문 기술/명사 하위 영역  
(해당하는 경우,  
예: 화학/피아노)

기술에 대한 숙련도 개인적인 특성 기술/
형용사

과학(예: 물리, 화학 등 물상 
과학/생물학 등 생명 과학) 1 2 3 4 5

역사 1 2 3 4 5

수학 1 2 3 4 5

경제 1 2 3 4 5

체육 1 2 3 4 5

정치학 1 2 3 4 5

심리학 1 2 3 4 5

보건  
(예: 공공 보건, 간호) 1 2 3 4 5

공연 예술  
(예: 합창, 악기 연주) 1 2 3 4 5

비주얼 아트  
(예: 사진 촬영, 회화) 1 2 3 4 5

요리 1 2 3 4 5

교육 1 2 3 4 5

컴퓨터 과학 1 2 3 4 5

디지털 기회  레슨 2: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회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3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목표: 
학생들이 다양한 이력서 형식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 기술 및 목표를 바탕으로 이력서 
작성을 연습합니다. 또한 이력서 및 C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준비가 장기적인 목표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레슨 3

이력서 작성하기

디지털 기회  레슨 3: 이력서 작성하기

 ` 필수 질문  ` 원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의 배경과 강점에 관한 스토리를 어떻게 
이력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까요?

 ` 연령  ` 16~18세

 ` 자료 

 ` 이력서/CV 템플릿 자료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 프로젝터 및 프로젝션 스크린
 ` 플립차트 또는 포스터(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마커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 종이 
 ` 펜 또는 연필

 ` 준비
 ` 학생당 한 부씩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량  ` 균형 잡힌 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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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만들기
설명 및 활동 안내

 ` 해리포터, 어벤져스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이제 해당 인물의 긍정적인 자질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헤르미온느의 변함없는 의리 또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아이언맨의 결연한 인내심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인물이 해당 역량을 발휘한 순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나눠드리는 종이에 세 가지 
사항을 적으세요. 

 ` 첫째, 인물이 이러한 역량을 발휘한 특정 상황의 배경/
맥락은 무엇인가요? 이때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 둘째,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발휘했나요?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 셋째,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인물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나요? 
다른 캐릭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이 3가지 요소를 각각 1) 상황적 맥락(Context) 2) 
행동(Actions) 3) 결과(Results)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약어 'C.A.R.'로 기억한다면 좀 더 수월하겠죠.

 ` 지금부터 5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C.A.R.'을 작성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플립차트/포스터 또는 보드에 이 3가지 요소인 상황적 맥락, 행동, 
결과(C.A.R.)를 적고 각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적습니다. 각 
학생에게 종이와 펜 또는 연필을 나누어줍니다.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5분 줍니다. 

질문
 ` 선택한 캐릭터의 C.A.R. 예시를 모두와 공유해주실 분이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러한 각 요소(상황적 맥락, 행동,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시작(상황적 맥락), 중간(행동), 끝(결과)으로 구성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C.A.R.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데이터 분석, 
미술사 등 분야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갖춘 역량을 소개하고 
자신의 강점 및 기술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기회, 대학 진학, 인턴십 또는 커리어 등 여러분이 
원하는 기회와 이와 관련된 역량 한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종이의 뒷면에 자신만의 C.A.R. 
스토리를 작성해보세요!

학생들이 자신만의 C.A.R. 예시를 작성할 시간을 10분 줍니다.

질문
 ` 자신의 C.A.R. 스토리를 모두와 공유해주실 분이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기회 및 이와 

관련된 역량, 그리고 이러한 역량에 관한 스토리를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성취와 업무 관련 경험을 제시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력서 또는 
CV(Curriculum vitae)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설명('이력서란...')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국가 및 지역마다 이력서 작성 규범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력서 페이지 길이에 대한 
규범(일반적으로 2~4페이지)이 비교적 더 유연합니다. 또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CV'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력서' 
대신으로 사용됩니다. 유럽의 CV는 길이가 약간 더 
길지만(일반적으로 2~3페이지), 미국의 이력서와 유사합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CV가 나이, 결혼 상태 및 국적 등의 정보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력서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의 Europass는 유럽 
전역에서 통합된 기준에 따라 개인의 배경, 자격 및 역량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해주는 유럽 연합(E.U.) 프로그램입니다. 
Europass CV는 29개 언어로 표준화된 CV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Europass CV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면 
웹사이트에서 CV를 자동으로 생성해주죠. 이력서 또는 CV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력서 또는 CV에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및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각 조직 및 기관마다 
관련 규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유용한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처 세부 정보 포함하기(예: 이메일)
 ` 이력서를 두 페이지 길이로 유지하기
 ` 학력 정보 포함하기(고등 교육 및 중등학교)
 ` 각 업무 경험 아래 해당 업무의 책임 및 성과를 작성하고 

글머리 기호 추가하기
 ` 자신의 기술 및 구사 언어를 설명하는 섹션 

포함하기(명확하게 모국어 명시)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력서는 여러분의 경험 및 기술을 간결하게 요약한 

서류(일반적으로 1~2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원하려는 직무에 맞춰 이력서를 수정합니다. 반면 CV는 
여러분의 이력을 훨씬 더 상세히 기록한 서류(일반적으로 두 
페이지 이상, 경력 기간에 따라 달라짐)이며, 어떤 직무에 
지원하든 항상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3: 이력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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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력서를 작성해 본 분이 있나요?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자신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역량 및 강점을 고려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전체 
그룹과 몇 가지 예시를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력서 및 CV 외에도 업무 관련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방법과 더 축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더 포괄적인 방법은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트폴리오는 디지털 자료(예: 그림, 사진, 
텍스트, 멀티미디어, 블로그 항목 등)의 컬렉션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컬렉션은 자신의 역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중심의 포트폴리오의 
예시로는, Youth and Media 팀원인 엘사 브라운(Elsa 
Brown)의 포트폴리오( http://portfolios.massart.edu/ 
ebrownart)를 참조하세요.

 ` 간단한 약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약력은 가장 중요한 
경험 및 성취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이력서 또는 CV에서는 다양한 
직무 또는 직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특정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를 표시하는 반면, 약력에서는 개인의 가장 
뛰어난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3인칭으로 작성된 약력(예: 'Sara는 현재 XX에서 근무 
중이며...')에는 일반적으로 증명사진, 이전/현재 직책, 자격 
증명(대학 학위, 온라인 인증서 등) 및 수상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https://cyber.harvard.edu/people에서 몇 
가지 약력의 예시를 확인해보세요(예: 
https://cyber.harvard.edu/people/ahasse). 

 ` 자신에 대한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은 현재 학교/직장, 주요 프로젝트 및 
관심 분야 등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약 
3문장)입니다. 약력과 마찬가지로 프로필도 보통 3인칭으로 
작성합니다. Youth and Media 
웹사이트(http://youthandmedia.org/team/core/)에서 
몇 가지 예시를 참조하세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경과 성취를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 오늘은 그중에서 이력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이력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미 이력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기존의 이력서를 
출발점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 여러분께 이력서 템플릿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력서가 있거나 처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템플릿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이력서/CV 템플릿 자료(미국 이력서 또는 Europass CV)를 
나눠줍니다. 이 두 가지 템플릿에는 학생이 자신의 주소('본인 
주소'), 이메일 ('이메일 주소@gmail.com') 및 학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는 자리 표시자가 있습니다. PDF를 직접 
수정하거나 학생에게 여러분/학생의 지역적/국가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당 형식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문화적 
맥락에 따라 버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먼저 '이력서를 시작하는 방법 — 순서도'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프로젝션 화면에 '이력서를 시작하는 방법 — 순서도' 웹사이트를 
띄웁니다. 이 웹사이트는 영어로 제공되며, 주로 미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학생의 지역적/국가적 맥락에 적합한 
예시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Monster.com은 구직 도구 및 
이력서/CV 조언을 제공하는 글로벌 고용 웹사이트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다음으로 10분 동안 이 웹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에 적합한 이력서 형식을 선택하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이력서를 
수정하세요.

 ` 이미 기존의 이력서가 있는 경우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불러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억력을 발휘하여 다시 적거나 타이핑해보세요.

 `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여러분의 관련 경험과 
역량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피드백 받기
질문
모든 학생이 이력서 사본 2부를 인쇄하거나 필요한 만큼 사본을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공유할 때 항상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와 선생님이나 부모님, 보호자와 
이야기할 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도달하려는 상대와의 
최적의 소통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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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그중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할지, 대화를 나눌 상대는 누구인지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업무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이력서를 검토할 의사 
결정자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부터 (각자의 고유한 관점으로) 이력서 초안을 검토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된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이력서 상단에 이 이력서로 지원하고자 하는 특정 
직무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런 다음, 이력서를 다른 학생과 
교환하세요. 서로 각자의 이력서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 그리고 10분 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이력서 
상단에 적혀 있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자격 요건을 
찾아보세요. LinkedIn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직무]' + '역량' + '자격 요건'의 조합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을 마친 후에는 10분 동안 파트너의 이력서를 검토한 
다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세요. 이력서 뒷면에 해당 
이력서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사항(예: 서식 또는 
특정 역량을 강조한 방식)과 이력서를 좀 더 다듬기 위해 
수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적어보세요. 

 ` 그런 다음 파트너를 바꿔 파트너가 선호하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 및 자격 요건을 검색하고 이력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 이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총 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2명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력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 다른 2명의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살펴보세요. 
필요에 따라 이력서를 검토하고 수정하세요. 

 `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도서관 사서, 가족, 친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보여주세요. 피드백을 
받은 후 이력서를 편집하여 최종 버전을 만드세요. 

 ` 마지막으로, 이력서의 첫 번째 버전과 수정된 두 번째 
버전을 비교해보고 이력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해보세요.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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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 facebook.com/fbgetdigital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회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학생들이 알고리즘의 정의와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일상생활과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레슨 4

알고리즘이란?

 ` 필수 질문
 `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나요?
 `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연령  ` 13~18세

 ` 자료 

 `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
 ` '레시피' 레슨 자료(강사를 위한 자료 및 학생 자료)
 ` '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레슨 자료(강사를 위한 자료 및 학생 자료)
 ` 프로젝터 및 프로젝션 스크린
 ` 플립차트 또는 포스터(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마커
 ` 각 숫자(5, 23, 28, 37, 64, 98, 110, 125)를 검은색 마커로 표시한 5, 23, 28, 37, 64, 98, 110, 125  

(컵의 양쪽에 숫자를 표시하여 a) 강사와 학생이 모두 숫자를 볼 수 있어야 하며, b) 온라인 학습 학생이 
숫자를 볼 수 있어야 함)

 ` 테이블(컵 8개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
 ` 종이 
 ` 펜 또는 연필
 ` Muhammad ibn Mūsā al-Khwārizmī 동상 이미지 인쇄물
 ` 총 7개의 버블 정렬 이미지 인쇄물 
 ` '합병 정렬—1단계: 분할' 및 '2단계: 정복' 인쇄물

 ` 준비
 ` 레슨 자료, 이미지, 다이어그램을 인쇄합니다.
 ` 컵을 구입하고 지침에 따라 숫자를 매깁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량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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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기본 사항
설명 및 활동 안내 

 ` 단골 식당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를 먹을 때마다 매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Siri 또는 Alexa가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는 
원리는 어떤가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별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첫 번째 글머리 항목에 해당하는 
정의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알고리즘은 단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또는 레시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루틴, 지침 또는 프로세스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돌리고, 차가운 
물을 틀고, 30초 동안 물이 흐르게 하고, 얼굴에 물을 3번 
끼얹고, 수건으로 얼굴을 두드려 물기를 닦아냅니다.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 단계가 진행되며, 이러한 단계는 
매우 명확하고 상세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시간과 
얼굴에 물을 끼얹는 횟수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죠. 

 ` 알고리즘의 또 다른 예시로는, 명확한 지침이 단계별로 
제공되는 쿠키의 레시피를 생각해보세요. 

 ` 그러나 모든 루틴/레시피가 알고리즘인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여러분이 매일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여러 

유형의 루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루틴 중 
하나에 적용되는 단계의 예시를 모두와 공유해주실 분이 
있나요? 

 `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 러닝 전에 
필요한 준비 운동 순서, 옷 세탁을 위한 일련의 단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루틴을 
공유할 때, 해당 루틴의 각 단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여러분은 모든 수학 수업에서 이미 알고리즘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 기하학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도형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사각형의 길이에 

너비를 곱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질문
 `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학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예시를 

떠올려 볼 수 있나요? 
 ` 분수의 덧셈과 곱셈(예: 3 4 + 18 = 68 + 18 = 78) 

및/또는 방정식 풀이(예: 3x + 2 = 5)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알고리즘 개념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 인류에게 알려진 세계 최초의 수학적 알고리즘은 약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점토판에 발명한 것입니다. 
 `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9세기 페르시아 수학자인 

Muhammad ibn Mūsā al-Khwārizmī(다음 동영상의 
0:18~0:20초에서 발음을 참고할 수 있음)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발명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준비 및 참고 사항 
출생지인 우즈베키스탄 히바(Khiva)에 있는 Muhammad ibn 
Mūsā al-Khwārizmī(라틴어로 'Algoritmi')의 동상 이미지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울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현대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나 알고리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노트북, 자동차,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심지어 장난감에도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죠! 

 ` 이러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은 컴퓨터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방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정확한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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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참고 사항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두 번째 글머리 항목에 해당하는 
정의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따라서, 알고리즘의 정의와 컴퓨터 알고리즘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 알고리즘의 특성과 속성을 탐색하며 알고리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레시피로 구현된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이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특성과 속성이 컴퓨터 
알고리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레시피: 학생용' 레슨 자료를 나누어줍니다. 학생들을 두 명씩 
나눕니다. 학생들이 파트너와 함께 '이 레시피는 
알고리즘일까?'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활동을 10분 동안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레시피가 알고리즘이 되려면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질문
 ` 이제 다시 모여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레시피는 알고리즘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레시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알고리즘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몇몇 단계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예: 첫 번째 단계에서 검정콩 혼합물을 조리하기 위한 각 
단계의 구체적인 시간이 지정되지 않음). 또한 일부 재료의 경우 
조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양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5번째 
단계를 살펴보면 이 레시피의 결과로는 목표인 타코 8개가 아니라 
타코 6개를 만들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설명된 프로세스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30분 
동안 TV 프로그램을 보라고 지시합니다. 곧 살펴볼 내용을 미리 
언급하자면,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요건이며 경우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레시피가 알고리즘이 되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레시피: 강사를 위한 자료'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알고리즘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플립차트/포스터 또는 보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특성을 
기록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첫째, 알고리즘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의 목표 '타코 여러 개 만들기'라면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둘째, 단계별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레시피가 알고리즘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이 
레시피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레시피를 통해 
필요한 재료의 정확한 양과 검정콩 혼합물을 조리하는 시간 
등 타코를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각 단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레시피가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콩 혼합물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요리하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혼합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시피에서 검정콩 혼합물 조리 시간의 범위를 더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컴퓨터 알고리즘은 이와 
다르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셋째, 알고리즘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료에 나와 
있는 레시피에는 콩 12캔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타코 하나에 검정콩이 한 캔 넘게 들어갈까요? 명백한 오타 
또는 오류죠! 또한 레시피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타코를 6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상단에 표시된 목표는 타코 8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오류입니다. (타코가 너무 
맛있어서 만드는 사람이 2개를 먹어버린 걸까요?) 

질문 
 ` 제시된 타코의 개수와 계량된 재료를 예시 레시피의 

'입력(input)'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레시피: 
강사를 위한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단계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타코 8개를 만들게 되죠. 이것이 
'출력(output)'입니다. 그런데 만약 타코를 9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준비 및 참고 사항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의 양을 조정하기만 하면 8개, 9개, 20개 
등 원하는 만큼 타코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알고리즘에서 효율성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재료, 노동력, 시간 등의 자원이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의 경우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알고리즘이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공간(메모리)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료에 나와 있는 타코 
레시피에서 검정콩 12캔을 재료로 요구하는 것은 자원(돈과 
저장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올바른 레시피에는 검정콩 2캔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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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은 돈과 저장 공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검정콩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인기 있고 붐비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에게는 레시피의 
효율성이 특히 중요할 겁니다. 또한 이 레시피에서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라는 지시에 
따르면 준비 시간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검정콩 혼합물이 
30분 동안 스토브에 방치되기 때문에 요리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가진 레시피 상단을 보면, 이 레시피의 '출력' 또는 
목표가 타코 8개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러한 특성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할 때,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두 번째 
글머리 기호 항목을 읽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두 번째 글머리 항목에 해당하는 
정의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컴퓨터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은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세 번째 글머리 기호 항목을 
읽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세 번째 글머리 항목에 해당하는 
정의를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효율성'이 알고리즘의 바람직한 특성이라는 점을 방금 

살펴보았죠. 특히,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컴퓨터 알고리즘의 핵심은 문제/작업이 잘 정의되어 
있으며 단계별 명령이 컴퓨터에 의해 정확하게 제공되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컴퓨터 알고리즘은 모호한 목표와 명령에 따라 실행될 수 
없습니다.

 ` 컴퓨터 알고리즘의 특성('알고리즘이란?' 레슨 자료의 세 
번째 정의 참조)은 알고리즘의 목표와 관련된 입력 또는 
입력 정보 집합이 실행 가능한 일련의 컴퓨터 명령을 통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출력 또는 출력 정보 집합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 그럼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양한 컴퓨터 알고리즘 
집합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는 주행 거리 및 가스 
사용량 등의 입력 데이터를 감지하고 연비(출력)를 
계산합니다.

 ` GPS(입력)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GPS 시스템이 최단 거리 
경로(출력)를 생성합니다. 

 ` Siri 또는 Alexa와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에 질문(입력)을 
제시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경우 유용한 
답변(출력)을 생성합니다. 

 ` 또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하면 텍스트(입력)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웹사이트(출력)를 생성합니다. 

 `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나 컴퓨터 알고리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노트북, 자동차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기기에서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죠. 

 ` 쿠키 레시피를 알려주는 알고리즘, 온라인 검색에 응답하는 
알고리즘 등 알고리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순서 - 해결사 
알고리즘
준비 및 참고 사항 
번호가 매겨진 흰색 컵을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다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합니다. 64, 23, 5, 98, 125, 110, 28, 37

버블 정렬 이미지 #1

설명 및 활동 안내
 `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특정 유형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렬'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항목을 숫자 또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 여러 항목을 특정 순서로 정렬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휴대폰 연락처 리스트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또 다른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책의 색인, 사전 항목, 도서관 책 등이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정렬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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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면, WHO(세계 보건 기구)가 전 세계 수백 개 지역에 
걸쳐 특정 질병의 발생 정보(비율)를 수집할 때, 컴퓨터 정렬 
알고리즘은 관련 데이터를 표와 그래픽 자료 및 데이터 분석 
형식에 맞춰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 정렬 알고리즘의 예시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가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온라인 

검색을 수행할 때마다, 프로세스에 내장된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 수많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거쳐 검색이 처리됩니다. 

 ` 또한 온라인 검색을 통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 
레스토랑을 검색하면 Trip Advisor 및 Yelp와 같은 
웹사이트의 컴퓨터 알고리즘이 웹사이트 사용자가 제공한 
근접성 및 별점에 따라 피자 레스토랑을 정렬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2가지 컴퓨터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 하나는 '버블 정렬'이고, 
 ` 다른 하나는 '합병 정렬'(분할 정복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렬)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프로젝션 스크린에 버블 정렬의 다음 정의를 띄웁니다.

 ` 버블 정렬은 단순한 정렬 알고리즘으로, 일련의 항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인접한 항목을 비교하여 올바른 
순서가 아닌 경우 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모든 항목이 
올바르게 정렬될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 이제 번호가 매겨진 8개의 컵을 통해 버블 정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제 목표는 이 컵들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64번과 23번 컵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가장 먼저 64번과 23번 컵을 비교해볼까요.
 ` 순서가 잘못됐죠. 23이 64보다 작은 숫자니까요. 이 컵들의 

자리를 서로 바꿔야 23이 64보다 앞에 옵니다. 

버블 정렬 이미지 #2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서로 인접한 64번과 5번 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 

64보다 작은 숫자이므로 순서가 맞지 않죠. 그럼 두 컵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버블 정렬 이미지 #3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서로 인접한 64번과 98번 컵을 비교해볼까요? 

이번에는 순서가 올바르네요. 컵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 다음으로 98번과 125번을 비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가 올바르니 컵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방식을 계속 적용하면 서로 인접한 125번과 110번 컵은 

서로 자리를 바꿔야겠죠. 

버블 정렬 이미지 #4

설명 및 활동 안내
 ` 125번과 28번 컵도 서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버블 정렬 이미지 #5

디지털 기회  레슨 4: 알고리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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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 마지막으로, 125번과 37번 컵도 자리를 바꿉니다. 

버블 정렬 이미지 #6

설명 및 활동 안내
 ` 컵의 순서가 오름차순이 아니라 여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 첫째, 저는 2개의 숫자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7번 
수행했습니다. 

 ` 둘째, 가장 큰 숫자인 125번 컵이 줄의 맨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자리를 찾았죠. 이 숫자가 배열의 맨 
끝으로 '버블업'한 것이죠.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다시 한번 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하겠습니다. 배열의 첫 

부분에 놓인 23번과 5번 컵부터 시작해봅시다. 
 ` 이번에는 모두 함께 컵의 숫자를 비교해볼까요? 컵의 자리를 

서로 바꿔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함께 결정해봅시다. 

준비 및 참고 사항 
배열을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바꿀까요, 
그대로 둘까요?"라고 질문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의 컵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5, 23, 64, 
98, 28, 37, 110, 125 학생들에게 첫 번째 라운드를 통해 이미 
125가 가장 큰 숫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 작업을 6번만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110과 125는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문
 ` 우리는 이 두 번째 비교 작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달성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컵의 순서는 여전히 뒤섞여 있지만, 두 번째로 큰 숫자인 110이 
이제 가장 큰 숫자인 125의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컵의 순서가 여전히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5번과 
23번 컵부터 시작합니다. 배열을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바꿀까요, 그대로 둘까요?"라고 질문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의 컵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5, 23, 64, 28, 37, 98, 110, 125

질문
 `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비교 작업을 5번만 수행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 가장 큰 숫자 2개인 110과 125가 배열의 
끝에 올바르게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 작업을 5번만 수행했습니다. 98과 110, 그리고 110과 
125는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지금까지 꽤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컵의 순서는 여전히 

오름차순이 아닙니다. 
 ` 같은 작업을 반복하니 정말 지루하실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순서를 더 빠르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다시 한번 작업을 
수행해볼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5번과 23번 
컵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배열을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바꿀까요, 그대로 
둘까요?"라고 질문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네 번째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의 컵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5, 23, 28, 37, 64, 98, 
110, 125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비교 작업을 4번만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라운드를 통해 가장 큰 숫자 3개인 98, 
110, 125가 배열의 끝에 올바르게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4와 98, 98과 110, 110과 125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모든 컵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버블 정렬 이미지 #7

질문 
 ` 작업량의 측면에서 버블 정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버블 정렬은 단순하지만, 모든 비교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4: 알고리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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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 총 22번의 비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7번(1차) + 6번(2차) + 5번(3차) + 4번(4차)]
 ` 각 비교 작업에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정렬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22초입니다. 
 ` 그렇다면, 만약 1,000개의 숫자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 버블 정렬을 수행하려면 거의 50만 번의 비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도로 계산해보면 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해도 5.8일이 걸립니다. 

 ` 그러나 컴퓨터에서 예시와 같이 8개의 숫자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 그러나 1,000개의 숫자 리스트를 정렬하는 경우에는 몇 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컴퓨터 작업임을 고려하면 너무 
느린 속도죠.  

설명 및 활동 안내
 ` 버블 정렬은 단순하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 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 그중 하나는 합병 정렬입니다.

프로젝션 스크린에 다음 '설명 및 활동 안내' 아래의 두 개의 
글머리 기호 항목을 띄웁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합병 정렬의 기본 전략은 '분할 정복'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양한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 분할 정복의 기본 개념은 문제를 여러 개의 더 단순한 
버전으로 분할하고, 더 단순한 버전을 해결한 다음, 이러한 
버전들을 다시 결합하여 처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번호가 매겨진 컵 8개를 활용하여 합병 정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활동에 시작하기에 앞서 번호가 매겨진 컵을 다음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합니다. 64, 23, 5, 98, 125, 110, 28, 37

버블 정렬 이미지 #1 

설명 및 활동 안내
 ` 합병 정렬의 첫 번째 파트는 '분할'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합병 정렬-1단계: 분할' 다이어그램을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1단계 분할 다이어그램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컵을 가지고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세분화를 수행하면 8개의 컵이 
각각 분리됩니다['리스트 8개' 열에 표시된 형태]. 

준비 및 참고 사항 
8개의 컵을 각각 분리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8개 항목(숫자)이 포함된 하나의 리스트 대신 각각 

하나의 항목이 포함된 8개의 리스트가 구성됩니다.
 ` 각각 하나의 항목을 포함한 이 리스트들은 오직 하나의 

항목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렬된 상태입니다.
 ` 문제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죠.

디지털 기회  레슨 4: 알고리즘이란?

리스트 8개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1개

리스트 4개

리스트 2개

1단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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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 합병 정렬의 두 번째 파트는 '정복'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합병 정렬-2단계: 정복' 다이어그램을 프로젝션 스크린에 
띄웁니다. 

2단계: 정복 다이어그램 

설명 및 활동 안내 
 ` 다이어그램을 보면 먼저 8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순서에 

맞춰 배열된 4개의 쌍으로 합병합니다. 
 ` 제일 앞에 놓인 컵 2개로 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먼저 더 작은 숫자가 적힌 컵인 23을 꺼내고 단일 리스트 

64와 단일 리스트 23을 합병하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23번 컵을 64번 컵의 앞으로 옮깁니다. 

 ` 그러면 단일 리스트인 64가 남아 있습니다. 이 컵을 꺼내고 
23 옆에 놓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그런 다음 64번 컵을 23번 컵 옆에 놓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나머지 컵을 가지고 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 이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 숫자의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4개의 리스트가 구성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합병 정렬—2단계: 정복' 다이어그램의 '리스트 4개' 열에 표시된 
배열에 맞춰 컵을 놓습니다. 정복 다이어그램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첫 번째로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2쌍을 합병하여 

4개의 컵이 순서대로 정렬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먼저 각 쌍의 첫 번째 컵(23번, 5번)을 살펴봅니다. 가장 

작은 번호의 컵을 꺼냅니다. 이 경우 5번 컵을 꺼내야 
하겠죠.

준비 및 참고 사항 
이 번호가 매겨진 컵을 다른 컵들 앞에 놓습니다. 

 ` 그런 다음 나머지 리스트 2개[23, 64가 포함된 리스트 및 
98이 포함된 리스트(이전 단계에서 5가 제거됨)]에서 다시 
이 리스트 2개의 첫 번째 컵을 살펴봅니다.

 ` 가장 작은 숫자의 컵을 꺼냅니다. 이 경우 23입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23을 꺼내 5번 컵 옆에 놓습니다.

 ` 이제 각각 하나의 숫자가 포함된 리스트 2개가 남아 
있습니다.

 ` 그중 더 작은 숫자인 64를 꺼내 23 옆에 놓습니다. [64를 
꺼내 23번 컵 옆에 놓습니다.]

 ` 마지막으로, 98번 컵을 64 옆에 놓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98을 꺼내 64번 컵 옆에 놓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4개의 컵이 포함된 리스트가 

구성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나머지 두 쌍의 컵으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할 

것입니다. [110번, 125번/28번, 37번 컵 쌍을 가리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실제로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합병 
정렬—2단계: 정복' 다이어그램의 '리스트 2개' 열에 표시된 대로 
110번과 125번, 28번과 37번 컵이 합병되는 방식을 가리키면서 
이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를 보여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마지막으로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순서가 정렬된 2개의 

리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 2개를 
합병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이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리스트 4개를 리스트 2개로 합병한 프로세스).

준비 및 참고 사항 
'합병 정렬—2단계: 정복' 다이어그램의 '리스트 4개' 열 및 
'리스트 2개' 열을 가리킵니다.

 ` 번호가 매겨진 컵 리스트가 이제 올바른 순서로 
정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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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정복
정렬된 리스트 

2개

정렬된 리스트 
1개

리스트 4개

리스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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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참고 사항 
'합병 정렬—2단계: 정복' 다이어그램의 '리스트 4개' 열 및 
'리스트 2개' 열을 가리킵니다.

 `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합병 정렬을 버블 정렬과 비교하면, 각각 15번의 비교 

작업과 22번의 비교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 합병 정렬의 승리죠!
 ` 컴퓨터에서 수천 개의 숫자 리스트에 대해 버블 정렬 및 

합병 정렬을 실행하는 경우, 합병 정렬의 실행 시간이 분 
단위인 반면, 합병 정렬은 몇 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합니다. 합병 정렬이 버블 정렬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 활동을 통해 컴퓨터가 데이터를 정렬하는 수많은 방법 중 

2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 여러 알고리즘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버블 
정렬에 비해 분할 정복 방식의 합병 정렬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듯이, 일부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보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 정렬 알고리즘은 수많은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의 중요한 구성 
단위입니다.

 ` 다른 알고리즘 계열로는 검색 알고리즘, GP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경로 찾기 알고리즘,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보호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 최근 들어 AI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 
알고리즘과는 다릅니다. 

 ` AI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응답 최적화를 목표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훈련)한다는 것입니다.

 ` AI 머신 러닝은 Facebook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태그할 때, 
Siri 또는 Alexa가 질문에 대답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할 때 등 수많은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번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알고리즘적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 온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바로 
소수 찾기 문제입니다.

 ` 참고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며 1보다 큰 정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2, 3, 5, 7, 
11은 소수입니다. 

 ` 6은 1, 2, 3, 6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숫자 15도 소수가 아닙니다. 1, 3, 5, 15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 소수는 우리의 숫자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오늘날 
소수는 암호화 및 인터넷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용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보안은 수백 또는 수천 자릿수의 소수, 
즉 매우 큰 소수를 이용한 암호화(메시지 인코딩 과학)에 
의존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무한한 숫자의 소수가 존재하지만, 매우 큰 소수를 찾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 그보다 간단한 문제를 살펴보며 재미있는 연습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100 이하의 숫자 
중에서 모든 소수를 찾아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레슨 자료와 펜 또는 연필을 
나눠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자료에 표시된 10x10 배열표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1~100의 정수를 표기합니다. 
 ` 1에 줄을 그어 지우고 2를 제외한 2의 배수(2로 나눌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지우세요. 그런 다음 소수인 2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질문
 `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3을 제외하고 3의 배수(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지우는 
것이겠죠. 또 다른 소수인 3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 과정에서 
6과 같은 일부 숫자는 이미 지워졌을 겁니다(2와 3의 배수에 
모두 해당).

디지털 기회  레슨 4: 알고리즘이란?



29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파트너와 함께 지금부터 15분 동안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남아있는 소수를 모두 찾아내세요. 이 과정에서 
소수를 찾기 위해 사용한 단계를 자료에 모두 기록하세요. 
조금 전에 함께 논의한 단계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세요(예: '먼저 10x10 배열표에서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오름차순으로 표기한다').

 ` 여러분이 작성한 알고리즘을 친구에게 준다고 가정했을 때, 
친구가 알고리즘의 단계를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100 이하 숫자 중 모든 소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자료에 목표를 적으세요. 
 ` 알고리즘의 단계를 작성한 후, 아래에 알고리즘의 입력 및 

출력도 명시합니다. 
 ` 이 활동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알고리즘을 통해 100 이하 숫자 중 모든 소수를 식별할 

수 있나요? 즉,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이 있나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을 두 명씩 나눕니다. 연습 활동을 진행할 시간을 15분 
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이제 다시 모여봅시다. 이 알고리즘의 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강사를 위한 자료'("목표"부터 
시작하여 "이 알고리즘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로 끝나는 부분)를 프로젝션 화면에 띄웁니다. 다음 
프로젝션인 '에라토스테네스 체의 파이썬 코드'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프로젝션을 유지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여러분이 방금 작성한 알고리즘은 매우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 이 알고리즘은 무려 기원전 240년에 그리스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발명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 여러분이 그룹 활동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이 최대 1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식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학생들이 1과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모든 
숫자(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짐)를 식별했으며 
해당 숫자에 동그라미를 표시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파트너와 함께 이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나요?
 ` 학생들이 소수 11에 도달했을 때 이전 숫자의 배수를 

모두 지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4는 2의 배수이므로 지웠습니다. 33은 3의 
배수이므로 지웠습니다. 또한 11x11에 도달하면 그 
값이 121이므로 100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머지 숫자(아직 지워지지 않은 
숫자)에 모두 동그라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부 
소수이기 때문이죠.

설명 및 활동 안내
 ` 우리는 이 네 번째 단계['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강사를 

위한 자료'의 네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를 수정하여 숫자 
11, 즉 제곱 값(11x11의 값)이 100보다 더 큰 첫 번째 
소수에 도달하면 프로세스를 마치도록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강사를 위한 자료'에서 입력 
데이터인 '100'을 가리킵니다.

질문
 ` 입력 데이터인 100은 정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의 목표에 따르면, 우리는 100 이하의 
숫자 중에서 모든 소수를 찾아야 합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임의의 양의 정수를 입력하고 이에 따라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해당 정수 이하의 숫자 중에서 모든 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100을 대신 1,000을 입력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하여 

1,0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 컴퓨터는 이 알고리즘의 단계를 거의 즉각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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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활동 안내
 `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또는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도 

가능)으로 작성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1,0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몇 분의 1초 만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스크린에 다음 파이썬 코드를 띄웁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그러나 암호 및 인터넷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 

또는 수천 자리 숫자의 소수를 찾으려는 경우, 
에라토스테네스 체 컴퓨터 알고리즘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가 
매우 큰 소수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알고리즘 
컬렉션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변형한 것이며, 확률론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분자 화학을 응용하기도 했답니다!

def apply_sieve(n):

 # n is the size of the sieve

 # Key Idea:

 #  If a[i] == 0, then number i has been “crossed out”,

 #  if a[i] == 1, then the number i is not (yet) crossed out.

 a = [1]*(n+a1)  # Start with a list of 1s, of length (n+1).

 a[0] = 0  # set to zero, as

 a[1] = 0  # neither 0 nor 1 are primes

	 p	=	2		#	2	is	the	first	prime

 pmax = int(round(n**0.5)) + 1  # we only need to sieve up to square root of n.

 while p < pmax:

  while a[p] == 0:

   p += 1

  j = 2*p

  while j < n:

   a[j] = 0

   j += p

  p += 1

 # return the list of primes, which are the numbers we have NOT crossed out.

 return [p for p in range(n) if a[p] == 1]

N	=	1000		#	Look	for	primes	in	the	first	one	hundred	numbers.

primes = apply_sieve(N)

print(primes)

>> 2,3,5,7,11,13,17,19,23,29,31,37,41,43,47,53,59,61,67,71,73,79,83,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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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설명 및 활동 안내

 ` 지금까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여러분만의 고유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 즐겨 사용하는 앱 또는 
비디오 게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세요.

 ` 알고리즘의 단계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맨 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그런 다음 해당 알고리즘의 단계를 
기록하세요. 알고리즘의 단계는 5~10단계여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입력 및 출력도 빼놓지 말고 작성하세요!

 `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세요. 알고리즘의 지시/
명령은 명확해야 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알고리즘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이 이 활동을 25분 안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할당된 시간에 따라 이번 그룹 모임 또는 
다음번 그룹 모임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을 두 명씩 나눕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 파트너와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해보세요.

 ` 파트너가 작성한 알고리즘의 단계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부분을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까요? 

 ` 파트너의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나요? 

 `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파트너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각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중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이 있었나요?

 ` 이 활동에는 15분이 주어집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이 15분 동안 파트너와 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10분 동안 학생들이 a) 파트너와의 
토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또는 b) 자신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파트너의 
알고리즘을 검토하면서 알게 된 내용 중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을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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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란?'

 `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별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은 컴퓨터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방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정확한 명령입니다. 

 ` 컴퓨터 "알고리즘이란 어떤 값이나 값의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다른 값이나 값의 집합을 출력하는 잘 정의된 연산을 
말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계산 단계이다"(Cormen, Leiserson, Rivest, & Stein, 
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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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맛있고 만들기 쉬운 검정콩 타코 레시피! :) 
목표/출력: 검정콩 타코 8개(인당 2개) 만들기 

재료:

토르티야 
 ` 옥수수 토르티야 8개 

검정콩 혼합물 
 ` 올리브 오일
 ` 잘게 썬 작은 양파 1개
 ` 헹구고 물기를 뺀 검정콩 12캔(캔당 15온스) 
 ` 살사 
 ` 칠리 파우더 
 ` 큐민 가루

토핑

 ` 잘게 썬 양배추 
 ` 얇게 썬 중간 크기 아보카도 1개 
 ` 네모나게 썬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지침/단계

1. 검정콩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 큰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간불로 20초 동안 가열합니다. 냄비에 양파를 
넣고 2분 동안 중간중간 저어줍니다. 다음으로 검정콩, 
살사, 칠리 파우더, 큐민을 넣고 저어줍니다. 약한 불로 
줄이고 혼합물을 조리합니다.

2. 30분 동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3. 타코의 모양을 잡기 위해 검정콩 혼합물을 각 타코의 
중앙에 놓습니다. 각 타코 위에 잘게 썬 양배추 
3테이블스푼, 네모나게 썬 토마토 2티스푼,   얇게 썬 
아보카도 2조각을 얹습니다. 

4. 큰 접시에 6개의 타코를 올리고 바로 차려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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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강사를 위한 자료

맛있고 만들기 쉬운 검정콩 타코 레시피! :) 
목표/출력: 검정콩 타코 8개(인당 2개) 만들기 

재료

토르티야 
 ` 옥수수 토르티야 8개 

검정콩 혼합물 
 ` 올리브오일 1테이블스푼
 ` 잘게 썬 작은 양파 1개
 ` 헹구고 물기를 뺀 검정콩 2캔(캔당 15온스) 
 ` 살사 1컵(8온스) 
 ` 칠리 파우더 1티스푼 
 ` 큐민 가루1티스푼

토핑

 ` 잘게 썬 양배추 1컵 
 ` 얇게 썬 중간 크기 아보카도 1개 
 ` 네모나게 썬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지침/단계

1. 검정콩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 큰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간불로 20초 동안 가열합니다. 냄비에 양파를 
넣고 2분 동안 중간중간 저어줍니다. 다음으로 검정콩, 
살사, 칠리 파우더, 큐민을 넣고 저어줍니다. 약한 불로 
줄이고 6분 동안 혼합물을 조리합니다. 

2. 작은 프라이팬에서 중간불로 토르티야를 데우려면, 
토르티야의 양면을 각각 약 1분 동안 데운 다음 접시로 
옮깁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토르티야를 데우고, 
따뜻하게 데워진 토르티야를 차곡차곡 겹쳐 쌓습니다. 
[학생 자료의 2단계인 '30분 동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단계가 
삭제되었습니다.]

3. 타코의 모양을 잡기 위해 검정콩 혼합물 2티스푼을 각 
타코의 중앙에 놓습니다. 각 타코 위에 잘게 썬 양배추 
3테이블스푼, 네모나게 썬 토마토 2티스푼,   얇게 썬 
아보카도 2조각을 얹습니다. 

4. 큰 접시에 8개의 타코를 올리고 바로 차려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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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며 1보다 큰 정수(예: 2, 3, 5, 7, 11)를 뜻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1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단계와 입력 및 출력을 '목표' 아래에 
기록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목표:

단계:

입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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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알고리즘으로 소수 찾기
강사를 위한 자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며 1보다 큰 정수(예: 2, 3, 5, 7, 11)를 뜻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1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단계와 입력 및 출력을 '목표' 아래에 
기록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수에 동그라미를 치고 소수가 아닌 숫자는 줄을 그어 지우도록 지시합니다. '강사를 위한 자료'에서는 
정답을 알아보기 쉽도록 소수는 파란색, 소수가 아닌 숫자는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목표: 1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식별합니다.

단계:

1. 10x10 배열표에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오름차순으로 적습니다.

2. 1에 줄을 그어 지우고, 2를 제외하고 2의 배수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를 지웁니다(예: 4, 6, 8 등). 그리고 2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3.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은 다음 숫자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3입니다. 3을 제외하고 3의 배수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를 지운 다음(예: 6, 9, 12 등) 3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4. 동그라미를 친 숫자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동그라미를 친 숫자는 100 이하의 모든 소수입니다. 

입력: 100

출력: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53, 59, 61, 67, 71, 73, 79, 83, 89, 97

이 알고리즘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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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hammad ibn Mūsā al-Khwārizmī 
동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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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정렬 이미지

버블 정렬 이미지 #2

버블 정렬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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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정렬 이미지 #5

버블 정렬 이미지 #4

버블 정렬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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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정렬 이미지 #7

버블 정렬 이미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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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정렬 다이어그램

합병 정렬 다이어그램 - 1단계: 분할

디지털 기회  레슨 4: 알고리즘이란?

1단계: 분할

리스트 
8개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1개

리스트 4개

리스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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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정렬 다이어그램 - 2단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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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정복
정렬된 리스트 

2개

정렬된 리스트 1개

리스트 4개

리스트 2개



출처: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회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질문

 ` 여러분의 배경과 관심사를 고려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상적인 
소셜 미디어 피드는 어떤 모습인가요?

 ` 이러한 피드는 현재의 피드와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연령  ` 13~18세

 ` 자료 

 ` 'Quinn을 소개합니다' 레슨 자료: 각 그룹에 나눠줄 레슨 자료(1~4로 번호가 
매겨진 레슨 자료)를 각각 하나씩 선택합니다(이 학습 경험에서는 학생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 '소셜 미디어 게시물' 레슨 자료: 10개의 레슨 자료는 각각 4개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제공합니다. 6~8개의 레슨 자료(24~32개의 게시물)를 선택하여 
인쇄합니다. 봉투에 담긴 24~32개의 게시물을 4개의 학생 그룹에 각각 
제공합니다. 

 ` 봉투 4개: 24~32개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오려내어 그룹당(4개 그룹) 하나의 
봉투에 넣습니다. 

 ` 프로젝터 및 프로젝션 스크린 또는 Quin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레슨 자료 
전체 세트(학생당)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 준비

 ` 레슨 자료를 인쇄합니다.
 `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오려내어 봉투에 넣습니다.
 ` 이미지를 인쇄합니다. 
 `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량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 인지: 나는 나의 온라인 행동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43facebook.com/fbgetdigital

레슨 목표: 
학생들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표시되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알고리즘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피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5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

디지털 기회  레슨 5: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https://www.facebook.com/fbge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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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피드
설명 및 활동 안내 

 ` 오늘날에는 Instagram, Twitter, Facebook, YouTube 등 
수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적어도 한 군데에는 
계정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 각자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여러 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뉴스를 확인하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친구와 소통하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최신 유행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질문 
 `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가장 자주 사용하나요?
 `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개의 계정을 보유하신 분이 있나요?
 `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주로 무엇을 보나요?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개의 계정을 보유한 경우, 각 계정에 따라 다른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 광고 등)가 
보이나요?

 `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 광고 등의 콘텐츠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표시되는 내용이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나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와 관련하여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별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알고리즘의 자세한 정의를 확인하려면 
'알고리즘이란?' 학습 경험을 참조하세요.]

질문
소셜 미디어에서 알고리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설명 및 활동 안내
 `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속적으로 설계되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표시할 내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여러분에게 표시되는 친구, 가족 및 그룹의 콘텐츠와 
비즈니스, 브랜드 및 미디어의 공개 콘텐츠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은 또한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 이미지 등 
우선순위를 지정할 콘텐츠 형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및 
그룹의 게시물에 대한 참여도 및 비즈니스, 브랜드 및 
미디어의 공개 게시물에 대한 참여도를 추적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이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이전에 상호작용한 
적이 있는 사람 및 페이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정이 
제공하는 게시물을 사용자의 피드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질문
 ` 소셜 미디어 피드가 여러분의 취항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
 ` 피드에서 관련성이 없거나, 부적절하거나, 여러분의 상황 및 

배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의 게시물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전체 그룹과 공유해주실 
분이 있나요? 알고리즘이 해당 콘텐츠를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여러분의 상황과 배경에 긍정적으로/시기적절하게/주제 
측면에서 매우 적합했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예시를 
떠올릴 수 있나요?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전체 그룹과 
공유해주실 분이 있나요?

 ` 여러분이 100% 관심 있는 콘텐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경우 위험 
요소나 단점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콘텐츠(뜻밖의 즐거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할까요?

 ` 피드에 표시된 게시물의 콘텐츠(예: 정치 또는 시민 참여 
문제 관련 게시물)가 의심스럽거나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러한 게시물 유형을 예로 들어주실 분이 
있나요?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게시물을 무시하거나, 신고하거나, 
친구 또는 가족과 상의했을 수 있습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그룹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이 소셜 미디어 피드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봅시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Quinn을 소개합니다' 
레슨 자료 4개 중 1개, 그리고 봉투에 담긴 24~32개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모음을 제공합니다. 4개의 봉투를 각 그룹에 
하나씩 나눠줍니다.

설명 및 활동 안내
먼저 그룹별로 게시물 모음과 레슨 자료에 나와 있는 Quinn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최대 18개의 게시물을 
선택하고 Quinn과 관련성이 높은 피드를 만들 수 있는 순서로 
게시물을 정렬하세요. Quinn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예: 
자세히 살펴보기, 좋아요 누르기 클릭하기, 공유하기, 다시 
공유하기)이 가장 높은 콘텐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세요. 

준비 및 참고 사항 
학생들이 15분 동안 이 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그룹과 함께 앉아 있는 모든 학생을 다시 불러모읍니다. 각 
그룹에서 작성한 피드를 발표할 발표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각 
그룹이 1) Quinn에 관해 제공받은 정보, 2) 선택한 게시물 및 그 
이유, 3) 피드를 만들 때 자료에 제공된 Quinn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중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지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5: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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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Quinn에 관한 정보 중 피드를 만들 때 특히 유용했던 

정보는 무엇인가요?
 ` Quinn에 관한 정보 중 별로 유용하지 않았던 정보는 

무엇인가요?
 ` Quinn에 관한 정보 중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 알고리즘이 Quinn과 더 관련성이 높은 피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Quinn에 관해 추가로 얻고 싶은 정보가 있나요? 
해당 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능한 답변: Quinn은 인권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료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보(성평등에 관한 게시물)를 한 가지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 
피드를 구성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Quinn은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도 다른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그림
설명 및 활동 안내
각 그룹은 Quinn에 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Quinn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 전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Quinn을 
위한 이상적인 피드와 기반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프로젝션 스크린에 Quinn에 관한 전체 정보를 
띄우거나('Quinn을 소개합니다—전체적인 그림: 강사를 위한 
자료':) 인쇄하여 각 학생에게 사본을 나눠줍니다. 

질문
 ` 여러분이 현재 Quinn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때, 기존 피드 및 기반 알고리즘(4개 그룹에서 제작) 중 
Quinn이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피드와 알고리즘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체 정보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기존 피드(4개의 
그룹에서 제작) 및 기반 알고리즘 중 하나를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피드를 만들 건가요?

과제
옵션 1(11~13세 학생 대상)

설명 및 활동 안내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및 알고리즘에 대해 배운 내용을 소셜 
미디어 피드에 적용해보겠습니다.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계정 하나를 선택하고 가장 먼저 표시되는 18개의 게시물을 
선택하세요. 기반 알고리즘이 중점을 둔 요소로 생각되는 10가지 

변수를 식별하세요(예: 친구, 지역 의류 매장 또는 스포츠팀의 
게시물에 대한 참여). 

옵션 21 (16~18세 학생 대상)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알고리즘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보유한 여러분과 
관련된 정보에 액세스하여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Facebook 계정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Facebook에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파란색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클릭한 다음 '내 Facebook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 정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하려는 정보(예: 광고, 위치, 게시물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nstagram 계정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Instagram에 로그인하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사람 모양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설정' 아이콘(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공개 
범위 및 보안' 버튼을 클릭하고 '계정 데이터'가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계정 데이터 보기'를 클릭합니다. 특정 
유형의 데이터(예: 현재 팔로우 요청, 팔로우하는 해시태그, 
차단한 계정 등)를 보려면 '모두 보기'를 클릭합니다. 

Facebook 계정과 Instagram 계정이 모두 있는 경우, 두 
계정에서 모두 이 작업을 진행해보세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기록해보세요. 

 ` 이러한 파일은 Facebook 및/또는 Instagram에서 수집한 
일부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Facebook 및/또는 
Instagram에서 이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Facebook 및/또는 
Instagram에서 이 정보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하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호하나요? 

 `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취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취향이 피드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나요? 
 ` 여러분의 관심사 및 취향에 관한 다른 정보 중 Facebook 

및/또는 Instagram에서 여러분과 더 관련성이 높은 피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있나요?

 `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정보의 어떤 부분이 피드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구성할까요? 

 ` 여러분이 사용하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비스 중 
여러분의 피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Expedia와 같은 특정 여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비행기 
표를 구매하면 이 사이트의 광고가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피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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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uinn을 소개합니다 #1

 ` 16세

 `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사라(Sara)

 ` iPhone 11을 소유하고 있음 

좋아하는 것:
 ` 할로윈

 ` 음악(특히 K-Pop), 피아노 연주하기

싫어하는 것:
 ` 우유와 아이스크림(유당불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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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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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을 소개합니다 #2

 ` 선호하는 성별 대명사: 그녀/그녀의

 `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주기적으로 성평등 지지 발언을 함

 ` 좋아하는 것:

 ` 건강한 음식

싫어하는 것:
 ` 패션

 ` TV(TV가 없음) 가끔 Netflix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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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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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을 소개합니다 #3

 ` 선호하는 성별 대명사: 그녀/그녀의

 `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사라(Sara)

 ` 친구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함

 `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함(때때로 시험 스트레스를 받음) 

좋아하는 것:
 ` 커피

 ` 콜롬비아(1년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고려 중)

 ` 할로윈

 ` 고양이(Max라는 이름의 반려묘 있음)

 ` 건강한 음식

 ` 음악(특히 K-Pop), 피아노 연주하기

싫어하는 것:
 ` 패션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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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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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을 소개합니다 #4

 ` 16세 

좋아하는 것:
 ` 커피

 ` 콜롬비아(1년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고려 중)

 ` 할로윈

 ` 고양이(Max라는 이름의 반려묘 있음)

 ` 건강한 음식

 ` 음악(특히 K-Pop), 피아노 연주하기

싫어하는 것:
 ` 패션

 ` 게임

 ` 우유와 아이스크림(유당불내증)

 ` TV(TV가 없음) 가끔 Netflix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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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Youth and Media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Youth and Media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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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을 소개합니다 - 전체적인 그림
강사를 위한 자료

 ` 선호하는 성별 대명사: 그녀/그녀의

 ` 16세

 `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사라(Sara) 

 ` 친구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주기적으로 성평등 지지 발언을 함

 `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함(때때로 시험 스트레스를 받음)

 ` iPhone 11을 소유하고 있음

좋아하는 것:
 ` 커피

 ` 콜롬비아(1년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고려 중)

 ` 할로윈

 ` 고양이(Max라는 이름의 반려묘 있음)

 ` 건강한 음식

 ` 음악(특히 K-Pop), 피아노 연주하기

싫어하는 것:
 ` 패션

 ` 게임

 ` 우유와 아이스크림(유당불내증)

 ` TV(TV가 없음) 가끔 Netflix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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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1facebook.com/fbgetdigital

보조 자료:
facebook.com/fbgetdigital을 방문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진행한 
디지털 기회 레슨의 내용을 보완해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슨 목표 
` 저작권법 이해하기

` 공정한 사용 원칙 이해하기

` 콘텐츠 제작, 재구성 및 공유하기

 ` 필수 질문  ` 저작권 및 공정한 사용이 어떻게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할까요?

 ` 연령  ` 15~19세

 ` 자료 

 ` '저작권 이해하기' 레슨 자료(참고: 마지막 페이지의 그래픽 
오거나이저(graphic organizer)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기 질문' 레슨 자료
 ` '콘텐츠 제작, 재구성 및 공유하기' 레슨 자료

 ` 준비  ` 학생에게 나눠줄 레슨 자료를 각각 인쇄합니다.

 ` ISTE 
DIGCITCOMMIT 
COMPETENCY

 ` 합리적 판단: 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게시물의 정확성, 관점,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레슨 6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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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개요
이 레슨에서는 저작권 및 공정한 사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절차
1. 먼저 학생들이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합니다. 저작권 기호(©)를 보드에 
그립니다. 학생들이 기호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이 
기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저작권은 책, 동영상과 
같은 문학 및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는 로고와 
같이 회사 브랜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항목을 
보호합니다.)

2. 학생들에게 저작권은 발명가와 예술가에게 본인이 만든 
물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며 허가 없이 복제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호 덕분에 소유자는 
자신의 창작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발명가와 예술가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합니다.

3.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한 사용'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노래나 예술 
작품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콘텐츠 사용으로 수익을 얻을 
의도는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명품이나 예술 작품을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작권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품이나 예술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3~4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학생을 나눕니다. 모든 
학생에게 '저작권 이해하기 및 함께 읽기 질문' 레슨 자료를 
나눠줍니다. 각 그룹이 '저작권 이해하기' 레슨 자료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합니다. (참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학생들이 
전날 밤에 자료를 읽고 오도록 합니다.) 각 그룹이 '함께 읽기 
질문' 레슨 자료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섹션의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그룹이 토론을 마친 후, 학생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질문할 시간을 줍니다.

5. 다음 토론 지시 사항을 사용하여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 예술 작품이나 책과 같은 지적 재산의 개인 창작자에게 
저작권법이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요약합니다.

 ` 일반 대중에게 저작권법이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요약합니다.

 ` 공정한 사용 원칙의 작동 방식과 이러한 원칙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촉진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합니다.

6. 3~4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학생을 나눕니다. '콘텐츠 제작, 
재구성 및 공유하기' 레슨 자료를 각 그룹에 1부씩 
나눠줍니다. 각 그룹이 레슨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학생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학생들이 전체 그룹에 발표하도록 
합니다.

용어
저작권 (copyright ,명사) 인쇄물, 오디오, 동영상 등의 문학적, 
음악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복제, 라이선스 및 기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상표 (trademark, 명사) 특정 상품을 지정하고 타인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된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채택하고 사용하는 이름, 기호, 그림, 문자, 단어 또는 마크

공정한 사용 (fair use, 명사)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제한된 사용

표현의 자유 (free expression, 명사)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공개적으로 의견,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표현할 권리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명사) 특허, 저작권 자료 및 
상표 등 독창적이고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

변환 (transform, 동사) 형태, 모양 또는 구조의 변화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명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재생산, 배포, 전시 또는 공연하거나 허가 
없이 파생물을 제작하는 행위

출처: dictionary.com  

tolerance.org/classroom-resources/tolerance-
lessons/how-fair-use-works

http://diction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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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Tolerance의 사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성이 있는 민주 사회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Facebook이 
호스팅하는 이 콘텐츠는 현재 Teaching Tolerance에서 제공하는 학습 리소스를 포함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Teaching Tolerance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다른 약관을 준수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기타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파생 자료를 준비하는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회  레슨 6: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저작권 이해하기
작성자: 르네 홉스(Renee Hobbs), 케이티 도넬리(Katie Donnelly), 산드라 브라만(Sandra Braman)

저작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총 5가지 자유를 보호합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자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권리(언론과 출판의 자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내 
생각을 토론할 권리, 정부에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정 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진실에 대한 탐구를 
장려하며 자기 표현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뉴스, 역사, 과학 및 예술 분야는 이에 따라 모두 수정 헌법 1조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및 기타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의 목적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과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개념은 미국 헌법(1787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정책분석가 및 법학자들은 이러한 지적 재산권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몇 가지 원칙을 식별합니다. 

 ` 과학과 예술, 즉 새로운 지식과 문화 경험의 생산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지식의 창출과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 의회는 저작자, 예술가, 과학자 및 발명가에게 노동의 결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권한을 가집니다. 
 ` 새로운 지식과 문화적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의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작가, 예술가 및 발명가가 지적 재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위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작가, 예술가, 과학자 및 발명가의 권리는 의회가 부여하며 본질적이거나 자연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지적 재산'—고정된 상징적 형태를 갖춘 아이디어의 창조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법은 물체 또는 프로세스의 형태를 갖춘 새로운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합니다.) 책, 영화, 음악, 그림, 사진, 웹사이트, 이미지, 
비디오 게임, 공연, 건축 및 소프트웨어는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창작물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영어에서 '저작권'(copyright)이라는 단어는 단수 형태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재생산 
 `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양도 또는 임대, 임차 또는 대여를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연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파생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타언어로 책을 번역하거나 책을 영화로 만드는 것과 같이 원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행위) 
초기에 저작권은 14년 동안 효력을 발휘했으며, 저작권 소유자가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는 14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날 개인 저작자가 창작한 작품은 작가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업에 권한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소유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첫 발행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 연도로부터 1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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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인쇄, 공연, 공유 또는 배포하는 것을 막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업물은 압수 및 파기될 수 있습니다. 법학자인 레베카 터쉬넷(Rebecca Tushnet)은 성공적인 
저작권 소송이 "법이 허용한 책 불태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한 사용 원칙 
다행히도 저작권법에는 중요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저작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사회적인 공익 목적의 사용을 막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공정한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수익성 있는 경제 활동에 자극을 주고 정보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정보 기술 및 통신 업계를 대변하는 옹호 단체인 CCIA(Computer &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가 점차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공정한 사용의 개념은 더 이상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입법화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사용은 디지털 시대의 토대이자 미국 경제의 초석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사용을 통해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시민은 공정한 사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용 원칙을 통해 사용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저작권 소유자의 비용보다 큰 경우 
저작자의 허가 또는 비용 지불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76년 저작권법 섹션 107에 기재된 공정한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에 대해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강의(학습 
목적으로 여러 장의 사본을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목적"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요소(사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격, 원작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비중 및 
중요성, 사용이 원본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학자들은 법원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특정한 사용이 공정한 사용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계속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작물에서 가져온 자료를 원본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변환'했는가? 아니면 원본과 
동일한 의도와 가치로 저작물을 단순히 반복 사용했는가? 

 ` 저작물의 성격 및 사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용된 자료의 종류와 양이 적절한가?
공정한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려면 융통성 없는 규칙들 대신 합리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의 각 사용 사례에 대한 
맥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는 사용의 주체인 실무 
공동체입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실무 공동체에서의 공정한 사용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각 공동체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공정한 사용을 고유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사가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예술가 또는 역사가와는 약간 다르게 사용합니다.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는 공동체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제작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침해 혐의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법원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들은 자신의 영화를 제작할 때 다른 영화나 영상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 저작권을 둘러싼 공포 분위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정치 및 사회적 논평, 음악 관련 주제 및 대중문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 협력한 변호사, 보험사, 
배급사 및 방송사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가를 받고 승인 절차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창의적인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은 공정한 사용이 자신들의 작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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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회  레슨 6: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저작권 이해하기
작성자: 르네 홉스(Renee Hobbs), 케이티 도넬리(Katie Donnelly), 산드라 브라만(Sandra 
Braman)

영화제작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의 공정한 사용 모범 사례 성명서(Docu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에 관한 4가지 
원칙(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미디어 비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논쟁이나 요점을 제시하기 위해 대중문화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캡처하는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역사적 시퀀스에 
사용하는 경우)을 공정한 사용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모범 사례 성명서'가 발표되었을 때, 힙합 음악의 성별 표현 문제를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Beyond Beats and Rhymes'의 
제작자인 바이런 허트(Byron Hurt)는 이 성명서를 사용하여 선댄스 영화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영화제작자가 모든 저작권 소유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이 영화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범 사례 성명서'는 영화제작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명백히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침
관련 내용을 듣고 읽은 후 저작권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저작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저작권에 대해 배운 내용 저작권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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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회  레슨 6: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함께 읽기 질문

지침
그룹에서 '저작권 이해하기' 레슨 자료의 할당된 섹션을 읽은 다음 관련 질문을 읽고 토론합니다. 

소개
 ` 책, 블로그 사이트, 뉴스,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저작권의 목적
 ` 저작권법이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창출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세요.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3가지 지적 재산권은 무엇인가요? 
 ` 저작권법의 보호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14년에서 28년, 70년, 95년(기업의 경우)으로 연장하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공정한 사용 원칙
 ` 공정한 사용 원칙을 통해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세요. 
 ` 디지털 복제 및 재생산 기술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법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인지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질문을 본인의 말로 

요약해보세요. 저작물이 원래 사용된 방식대로 단순히 저작물을 반복 사용하는 것과 저작물을 변형시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실무 공동체에서의 공정한 사용
 ` 공정한 사용 원칙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과정을 설명하세요. 공정한 사용 원칙은 장편 영화제작자, 비디오 게임 개발자, 작곡가 등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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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회  레슨 6: 공정한 사용 방법 알아보기

콘텐츠 제작, 재구성 및 공유하기

지침
이미 저작권이 있는 자료(노래, 시, 차트, 지도, 아트 이미지 또는 기타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며 
공정한 사용을 연습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크레딧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스토리보드(슬라이드 및 노트)
 ` 스킷드라마 대본
 ` 정보 제공용 포스터
 ` 벽화 
 ` 팟캐스트 또는 다큐멘터리용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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