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5【 】

서울사회적경제아이디어대회2014
최종결과보고서

실행팀명 한국정보안전포럼 대표자: 조용현 인( )
한국정보안전포럼 작성자 조용현 인( )

확 인 자 한국정보안전포럼 강준모: 인( )
예 산
실행지원금 예산- 3,500,000 원
실행지원금 집행- 3,465,000 원



실행팀 현황1.

실행팀명 한국정보안전포럼 대표자명 조용현

실행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2014 12 1 2015 1 31–

실행 지원금 원3,500,000

실행목적 및 배경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정보유출 트러블 등 고도 정보 통신, , , SNS 네
트워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살
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보 보호 대책을 지원

실행과제 및 목표,

추진계획 요약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안전 교육 컨텐츠 개발

추진실적 총괄2. 아래 표를 참고하되 자유롭게 작성※

구분 계획 최종 실적 성과달성율

활동명 정보안전 교육 컨텐츠 개발 제작 완료Ebook 100%

세부성과목표
컨텐츠 개발 정보안전 컨텐츠 제작 완료 100%

제작ebook 제작 완료 100%
컨텐츠 교육 공지Ebook 100%

실행내용 및 세부추진실적3.

연

번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인원규모/ 활동내용 및 실적

1

클라우드MS
데이 2014.12.9 여명100

클라우드데이에 참석하여 정보MS

안전 강의 실시함

자체평가
서울시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의NGO/NPO ,

였음

2

경기도 정보안

전대회

2014.12.2

3
여명300

청소년들의 정보안전 수준을 제고하

기 위한 대회를 개최함

자체평가
지자체와 학교기관과 협업을 통한 청소년 정보안전 수준제고에 기

여하였음

3

국제 보안 NPO

세미나 강연

2014.12.1

9
여명100

국제 비영리보안기구의 아시아 세미

나에서 정보안전 강연

자체평가
국제 비영리 보안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기구와의 협업



추진사업 성과물 자료목록4. ( )

인쇄물 포스터 등의 성과물은 부를 제출할 것, 3※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EBOOK
금융 개인정보 호신술 EOOK

가지 정보보호(30 TIP)
1

EB O O K U R L : h ttp ://w w w .eb o o kp ag e.co .kr/d o w n /K S R /S F_201501/EB o o k.h tm



실행팀 실행 운영방식5.

가 온라인 소통.

포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위키 페이지(http://khu410.kimsq.

co.kr/w/index.php 를 생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게진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음

나 오프라인 소통.

참여 인원 모두가 직장인인 점을 고려해서 모두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가용한 시간을 만

들기 위해 주말 토요일 을 이용하여 미팅을 진행하며 주요 아젠다에 대한 토론 방식으로( )

진행하였음

다 활용 콘텐츠.

한국정보안전포럼이 년 한해동안 진행했던 청소년 정보보호 교육 클라우드 데이2014 , MS

강연 등을 통해 수집되었던 정보안전에 대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 정리하여/

콘텐츠를 구성하였음

수행결과 자체평가6.

계획서에 작성하였던 목적과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안전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년 한해동안 포럼에서 추- 2014

진하였던 다양한 연령대 직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강연 피드백을 통해,

얻은 소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고 실천 가능한 컨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간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사항에 근접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하- ①

였고 다양한 경험 경력 직종으로 구성된 포럼 구성원이 강사로 교육을 이끌어, , ,②

가면서 경험을 토대로한 내용을 반영하고 부산시 등의 시민 정보보보호 관련 연, ③

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프로젝트팀이 모여, /④

모두가 참여하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실행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디어 실행 성과 사회적 경제적효과 등 기대효과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



아이디어 실행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본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노력했지만 단기간내에 사회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과 모두의 참여가 다양하게. ,

이뤄져야 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한줄평가○

강준모 회사일을 마치고 업무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위해서 노력했던- :

프로젝트 기간동안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내는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즐거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