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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에서 통합교과 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을 한 정보윤리교육의 실천효과를 높이기 한 방안의 하나로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교사들의 수업요구와 장 수업사례를 일반화하는 상향식 근을 
통해 정보윤리 교수-학습모델을 제시하 다. 제시된 모델의 효율성 검증을 해 정보문화교육 수혜학생과 비교집단에 해 
설문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이 정보문화지수, 수업만족도, 실천의지 면에서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제시된 모델은 체계화되고 다양한 학습방법의 제공으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여 실천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교사에게 한 수업방향과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수업의 수월성을 높여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standardized teaching-learning model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the practical 

effect of the information ethic education for the adolescent, which is practiced in schools as the  inter-disciplinary way. A survey 

was put to teachers and their needs are analyz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raw the practical teaching-learning model, 

the teaching examples were collected for contesting. Through this process, a bottom-up approach which tries to analyze the 

actual class examples and generalizes them, the teaching-learning model has been suggested. As a result, another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efficacy of the model between beneficiary group and comparison group.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the experiment group showed a higher index in regard with such items as Information Culture Index, Lesson 

Satisfaction Degree, and Practice Will than Comparison Group, and the differenc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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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

행되었음.

1. 서 론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삶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짐에 따라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양식을 

보이느냐는 매우 요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 이

에 한 여러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

에서 극 으로 활동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 의 

기회를 넓 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독, 소 트웨어,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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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등 디지털 작물의 불법 다운로드, 불건 하

거나 불확실한 정보의 유통 등과 같은 사이버 일

탈행 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7,10-12]. 청소년들의 이러한 사이버 일탈행 는 

청소년 자신의 삶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국가

 손실을 가져와 미래사회의 정보 발 을 해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 범국가  책의 일환

으로 청소년을 한 정보화 역기능 방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정규 교육

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정보통신윤리교

육’이라 한다. 이는 ‘정보윤리교육’ 는 ‘정보문

화교육’ 이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보윤

리교육으로 규정하 다. 정보윤리교육은 기에

는 컴퓨터 련 교과목 는 특강을 통해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 상은 감소하

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7]. 기존의 정

보윤리교육이 학생들의 실천력을 끌어내지 못하

고 있다고 단한 정부  련 기 에서는 이를 

학교에서 통합교과 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함으로

써 그 교육의 강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나타난 두 가지 문제 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첫째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청소년

의 자발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이다.  하나는 실제 학교 장에서 국어, 도

덕, 사회 등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정보윤리 련 

수업을 실행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교과 으로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해

당 교사들의 수업실행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교사가 보다 효과 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기 해 정보윤리교육에 한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을 탐색하고자 하 다. 

잘 구조화된 교수-학습 모델은 수업의 목 을 달

성하기 한 핵심 인 내용과 수업방향에 해 

일반화된 틀을 제공한다는 에서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윤리교육 련 연구들은 주

로 실태 연구에 많이 치우쳐 있으며 효율 인 정

보윤리 수업을 한 교수-학습 모델에 한 연구

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윤리교육을 

한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기 하여 

2009년 정부의 정보화진흥원 지원으로 ‘정보문화

교육’을 실시했던 시범학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수-학습 모델 도출

을 목표로 3개의 역에서 근할 것이다. 먼  

교사들의 수업 효율성을 높이기 한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는데 있어 먼  학교 장에서 정

보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수업실태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업 실행

에 있어서의 문제 과 필요사항을 분석하고자 한

다.  하나는  해당 교사들의 정보윤리 수업에 

한 실천사례를 공모하고 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실천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윤리 

수업 실행에 있어서 우수한 교사를 격려하고 궁

극 으로 그들의 수업 노하우에 한 분석을 통

해 효과 인 정보윤리교육을 한 교수-학습 모

델을 탐색하기 함이다. 즉 응모된 실천사례로 

부터 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실천사례에 

한 분석을 토 로 효과 인 정보윤리교육을 

한 교육 차와 방법을 포함한 표 화된 교수-학

습 모델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상 학

교의 학생집단과 그 지 않은 비교집단에 해 

설문을 실시하여 실험집단의 수업만족도와 실천

력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

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청

소년의 사이버 일탈행동에 한 실태와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방향에 해 탐색해보고, 정보윤리 

교수-학습 모델에 한 이론  고찰을 시도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에 한 과정과 연구 결과

를 분석 기술한다. 이 장에서는 교사 설문에 한 

결과와 교사를 상으로 실시한 수업실천사례 공

모 에 한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

합교과에서의 정보윤리 교육을 한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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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에 해 간략히 논

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은 우수 

일선 교사들의 수업 장의 경험과 노하우에 

한 분석과 문가 검증을 통해 일반화되는 상향

식 근에 의한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정보윤리

교육에 한 표 인 교수-학습 모델에 한 연

구가 부족한 시 에서 학교 장의 살아있는 교

육방법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모델의 제안이라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 표 화된 정보윤리 교수-

학습 모델은 교사들이 각 교과에서 정보윤리교육

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핵심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뿐 아니라 그 교육  효과를 높여 학생들의 실

천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 한다. 한 경

험 으로 제안된 본 모델은 실험  연구를 통해 

보다 보완되고 발 될 수 있는 기 가 될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동

우리나라의 1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달한다고 한다[14]. 그러나 인터넷이 청

소년들의 학업 수단이자 놀이 공간으로써 추

인 치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인터넷 상에서의 

역기능  일탈행 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

한 인터넷에서의 일탈행 를 사이버 일탈이라고 

하는데, 탁수연 외(2007)는 사이버 일탈을 ‘게임

독’, ‘채 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 이탈’, ‘불

법정보유출’ 등의 행 로 보았으며[13], 김재희 외

(2002)는 사이버 일탈행동을 게시 련, 채

련, 음란물  불법컨텐츠 련 등으로 분류하

고[2], 조동기(2006)는 개인정보침해, 유해정보유

통, 인터넷 독과 함께 사이버 범죄를 이에 포함

시켜 분류하 다[10]. 이 듯 사이버 일탈행 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일탈행 에 해 사이버 범죄

와는 구별된다고 보고 주로 컴퓨터  인터넷의 

잘못된 사용(Problem Internet Use: PIU)에 한 행

라는 에서 근하 다[15,16,20]. 즉 사이버 

범죄가 법률  의 근이라면 사이버 일탈행

는 윤리  에서의 근이라 할 수 있다[1]. 

사이버 일탈행 에 한 처벌의 효과나 설명력이 

미약하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일탈행 의 외부  통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실이다[19]. 최근 사이버 일탈행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해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실시

되는 정보윤리 련 교육의 정도가 사이버 일탈

행 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일탈행 에 해서는 법 인 제재나 처벌

보다 방  차원에서의 교육이 보다 강력히 요

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해 탐구해 보기 해 

먼  행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과 교육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

정보사회의 역기능  상을 이고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 를 방하기 한 새로운 정보규

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 교

육과정에서는 이를 ‘정보통신윤리’라는 명칭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해왔다. 정보통신윤리 역은 제

7차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의 ‘컴퓨터’, 고등학

교의 ‘정보사회와 컴퓨터’라는 컴퓨터 련 교과

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에서 

정보통신윤리 련 역은 별도의 단원으로 편성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단원에 분산되어 편재되어 

있었으며 련 교육 내용도 매우 을 뿐 아니라 

부분 텍스트를 통한 설명 주로 구성되어 있

어 학생들의 심이나 동기를 끌어내기에 부족하

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체계성과 계를 갖추

고 있지 못하 다[7]. 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컴

퓨터 련 교과의 교육목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편재 면에서 그리고 교육목표 면에서 

실질 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진행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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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  내용

등학교

(2-1)

인터넷 독, 네티켓 단원신설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22p, 4시간 분

량 신설)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통신기기이용 (도덕), 

자상거래 이용 시 매자의 신용도와 개인

정보보호 유출 주의(도덕), 정보사회의 장단

과 정보 불평등(사회), 네티즌 실천강령(기

술․가정), 지 재산권과 정보공유방법(컴퓨

터), 정보문화헌장(컴퓨터) 등

고등학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 (국어생활), 

정보문화헌장(사회), 자상거래와 소비자 보

호(기술․가정), 정보기기 사용 ,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보호, 해킹, 지  재산권과 정

보공유, 정보문화헌장, 인터넷 독 방(컴퓨

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등

(표 1) ‘09년 정보윤리 련 교과서 반  내용

실 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2009년 행정안 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력

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이하 정보윤리) 교육 강화

를 한 ․ ․고등학교의 교과서 수정․보완

에 한 정책을 발표하 다1). 그 결과 12개 과목 

39종의 구․검정 교과서에서 99건의 수정  보

완이 이루어졌다. 표 1은 정보윤리 련 교육내용

에 한 반  교과와 그 반  내용을 나타낸 것으

로 정보윤리교육이 국어, 사회, 도덕 등 여러 교과

와 연계되어 교육되도록 수정하 음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정책을 통한 교육내용의 양  증가와 

교육기회의 확  등도 요하겠지만 보다 요한 

것은 궁극 으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일탈행

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정보규범의 실

천의지를 고취시키기는 일일 것이다. 즉 실천력을 

높이기 해 정보윤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 한 핵심 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

육 역에서 이러한 문제는 교육방법과 차의 정

립 즉 교수-학습 모델을 정형화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보다 효과 인 정보윤리 교수-학습 모델을 탐

색하는데 있으며, 이를 해 논의되고 있는 정보

1) 행정안 부, 2009년 3월 20일 보도자료

윤리 련 교육방법과 교육모델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3 정보윤리 교육방법  교육모델의 고찰

정보화 역기능을 퇴치하고 청소년이 건 한 정

보문화를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보윤리 

교육이 매우 요함을 논하 다. 교육에서 ‘무엇

을 가르칠 것인가’에 한 문제와 함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윤리교육을 한 효과 인 

교육방법  차 등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차에 

해 정형화된 틀을 제공해 으로써 교육의 효

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 화된 교수-학

습 모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과 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보윤리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

고 효율성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표 화된 정

보윤리 교수-학습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선행 연구자들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한 교육모델이나 학습모형에 한 연구를 살펴

보고 그 용사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박찬정(2006)은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한 수

업설계 요소에 한 연구에서 컨조인트(conjoint) 

분석을 통해 해당 수업요소로 ‘수업목표’, ‘수업유

형’, ‘수업내용’, ‘수업매체’ 등 4가지 역을 제시

하 다[6].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수업요소에 해 

다시 하  수  속성으로 세분하 는데 정보통신

윤리의 주제를 인터넷 독 방, 바이러스  해

킹 방, 작권으로 나 고, 수업유형은 강의식, 

동학습, 실습으로, 수업매체에 해서는 매체와

의 상호작용성을 고려하여 워포인트, 애니메이

션, 게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그러나 정

보통신윤리 교육을 한 수업설계 요소들을 체계

화하고 그 속성에 해 구체 으로 규명하 으나  

어떻게 학습한 것인지에 한 수업 차나 수업방

법에 한 언 은 부족하다. 이맹화 외(2008)는 실

천력 강화를 한 정보통신윤리 교수-학습 모델

을 제안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역할모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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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을 통한 동학습 활용, 사례연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애니메이션 시청 후 느

낀  이야기하기,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

생들이 도덕을 배울 수 있는 분 기의 조성 등 6

가지 략이 학생들의 실천력 강화를 한 효과

 략이라고 하 다[8]. 이는 효율 인 정보통

신윤리 교육을 한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

고 있으나 교사를 한 구체 인 수업 차에 

한 안내는 부족하다. 하지만 제시한 모델을 실제 

수업에 용한 결과, 실천력 측면에서 비교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활동 심의 교육방법이 정보윤리 련 교

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임을 시사 하 다.

유상미(2009)는 실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한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문제인식(Problem 

Identification)- 험분석(Risk Analysis)-자기성찰(Self- 

reflection)-실천  평가(Practice & Evaluation)라는 

4개의 수업요소로 구조화하고 이 요소를 포함한 

나선형 수업 차를 제시하 다.이 연구에서 나선

을 따라 수업요소가 반복됨에 따라 실천력이 

증 으로 확 되어갈 수 있음을 주장하 으나, 이

는 실제 교육 장에서의 용  검증을 통해 보

다 명확히 규명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정보통신윤리 교육

을 한 교수-학습 모델에 한 연구가 턱없이 부

족하고,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이론에 그치거나 

교육방법만을 소개하는 등에 지나지 않아 실제 

학교 장에서 정보윤리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들

에게 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이론  연구를 

뒷받침하고 실제 수업을 실행해야 하는 교사들에

게 실질 인 방법과 차를 안내하기 해 표

화된 정보윤리교육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

한 목 을 해 개발된 정보윤리 교수-학습 모델

은 교사들이 즉시 수업 실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실 이고 장 심 인 모델이어야 하기 때문

에 이를 해 실제 학교 장에서 정보윤리 련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 실천사례를 

공모하 다. 공모 의 목 은 응모된 정보윤리 수

업 실천사례에서 우수 실천사례를 선정하고 선정

된 우수 실천사례로부터 공통 을 분석, 이를 구

조화하여 실증  사례를 통한 표 화된 정보윤리

교육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시된 모델은 정보

윤리 수업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실질 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결과

3.1 연구 방법

정보윤리교육이 교육 장에서 제 로 이루어

지고 지속 이며 효과 으로 시행되어 실질 인 

교육  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요구를 분석하고, 보

다 효율 이고 수월하게 수업을 실행할 수 있도

록 한 교수-학습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요

함을 논의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정보문화교육 시범학교

에서 정보윤리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  시범학교에서 재 정보윤리교육에 참

여하고 있는 교사의 요구와 필요를 악하여 모

델 도출에 활용하고자 련 내용에 해 설문을 

실시하 으며 이에 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동시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 , 성균 학교 정

보문화교육 표 모델 개발 의 주최로 “제1회 정

보문화교육 우수실천사례 공모 ”을 개최하

다2). 공모 의 목 은 여러 교과 역에서 실시되

고 있는 정보윤리 련 수업의 성공사례와 다양

한 노하우를 탐색하고 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실천사례를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공통 을 분석, 

일반화  구조화함으로써 표 화된 정보윤리 교

육모델의 임워크를 만드는데 있다. 본 공모

2) 2009.10.28~2009.11.20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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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과1 교과2
창의 재량활동

/특별활동

컴퓨터

/방과후학교

해당

과목

도덕, 

국어, 

사회

체능  

 

기타

창의 재량활동

/특별활동

컴퓨터

/방과후학교

(표 2) 제1회 정보문화교육 우수실천사례 공모  역 

을 통해 표 화된 정보윤리교육모델을 정립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과에서의 실천사례를 분

석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정보윤리 련 교

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과목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응모 역을 4개 역으로 구분하

여 공모 을 개최하 다.

설문조사와 공모  모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후원으로 학교에서 정보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국 224개 정보문화교육 시범학교와 그 시범

학교의 804명 교사 원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3.2 연구 결과 분석

3.2.1 교사설문 분석결과

시범학교 교사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온라

인설문 방법으로 진행되어 358명이 응답하 으

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55명의 응답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들에 한 인구통계

학  결과를 살펴보면 표본의 성비율은 여교사가 

51%, 남교사가 49%로 고르게 조사되었고, 참여교

사의 담당학년은 1학년이 41%로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교사들의 연구교과는 

컴퓨터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

술․가정(23.4%), 도덕(12.1%), 국어(6.2%), 사회

(5.1%)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교과가 23.9%를 

차지하여 비교  여러 교과 역의 교사가 정보윤

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교

사에게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교과목

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 질문한 결

과, 응답자의 59%가 ‘가능한 모든 교과와 연계해

야 한다’는 의견을 보 다. 이는 비교  많은 교

사들이 정보윤리 련 교육이 여러 교과에서 통

합 이고 력 으로 지도되어야 효과 임을 인

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정보윤리교육 로그램을 운 하면서 어려웠

던 을 묻는 질문에 해서는 교육시간 부족

(39%)을 가장 많이 지 하 으나, 한 교재 부

족(19%), 교사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17%), 교수

학습 방법의 부족(14%) 등에서 비교  높은 값이 

나타나, 교사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정보윤리 련 교육에 한 교사의 열의에 비해 

수업을 실행하는데 실질 으로 요구되는 수업 

로세스와 교육 컨텐츠  교육방법 등이 빈약한

데서 기인한 문제 으로 볼 수 있다. 학교 장에

서 정보윤리 련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의 이러

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서는 표 화된 정보윤

리 교수-학습 모델을 정립하고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사의 정보윤리교육 진행 방법에 한 질문에 

해서 시범형(3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토론형(22%), 활동형(20%), 탐구형(18%) 등의 순

으로 응답하 다. 이는 교사가 정보윤리 련 수

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설명형이나 문답

형 수업보다는 학생활동 심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 다양한 활동  

체험 심의 수업이 보다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음

을 논의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학교 장의 교

사들은 정보윤리교육에서 학생들의 내면화  실

천력 강화에 많은 비 을 두고 활동과 체험 주

의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참여교

사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에 을 두

고 교육 으로 근할 것인가’에 해 질문한 결

과, 80%의 교사가 ‘자율조 능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앞의 교사설문 결과로부터 정보윤리 련 교육

의 통합교과  수업지원을 한 한 교육 차

와 교육방법 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정보윤리수업 참여교사들은 실제수업에 있어

서 “학생참여”를 권장하고, 학습자의 “자기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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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사설문 분석결과에 근거한 교수-학습 모델의 기
(그림 2) 우수실천사례의 학생참여활동 분석결과

력 향상”을 통한 “실천력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

는 것으로 악되었다. 연구결과와 이론  근거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과  표 화된 교수

-학습 모델의 핵심을 “체험”과 “비 사고력” 그

리고 “내면화”에 두었으며, 이를 한 다양한 수

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틀을 만들었다. 이를 그림 1

에 도시하 다.

3.1.2 우수실천사례 분석결과

“우수실천사례 공모 ”에 한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  응모된 역별 보고서는 모두 

102편이었다. 단일교과로는 “컴퓨터” 교과가 37.3%

비율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고 그 다음은 “창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분야가 29.4% 으며, 도

덕 9%, 국어, 사회 4% 등을 차지하여 상 으로 

교과 I  교과 II에서 응모된 실천사례 보고서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윤리교육이 컴퓨터 련 

교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과에서 시도

되고 있다는 에서 통합교과  정보윤리 수업을 

한 체계화된 교수-학습 차와 방법  요구된다.

공모 의 공모 내용면에서의 공통  특징은 

‘자기조 능력’ 향상을 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학생참여 주’의 수업을 지향하고 학습자

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수업 실천사례에서 내면화를 강조

하고 있다는 은 참여교사에 한 설문분석 결

과와 근본 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학생참여 주 수업에 

한 부분도 참여교사의 설문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수 실천사례에서 이에 련한 활동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그림 2에 도시하 다.

정보윤리 수업에 한 우수사례 실천 공모 에 

응모된 교사의 실천 보고서와 참여교사에 한 

설문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윤리 련 교육은 통합 교과로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다. 이는 교사의 인

식에서도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공모 의 

응모 역의 통계  결과를 볼 때 여러 교과 역

에서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정책 으로도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  방

지를 한 교육  방안으로 여러 교과에서의 통

합 이고 력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해  수 있는 표 화된 정보윤리교육모델이 

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윤리교육의 궁극  목 을 학생들의 

정보윤리에 한 내면화  실천에 을 두고 

있다는 이다. 이를 해 성찰노트 는 인터넷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발표

하고 이를 공유하는 활동 등을 통해 정보윤리를 

지켜야할 필요성을 학습집단 안에서 공감하게하

고 개별 학습자에 해서는 스스로 이를 지켜나

가는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 을 두었다.

셋째,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한 시청각 자료(애니메이션, 동 상, 사진 등)를 

활용한 수업, 모둠 식 로젝트 수업  토론 수

업 등 비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딱딱한 

이론수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한 시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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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  정보윤리 교수-학습 모델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고 

동기유발에 효과 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궁극 으로 정보

윤리 실천의지에 받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교사들은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행 를 

방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정보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로 ‘자기조 능력’을 지

하 고, 많은 실천사례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일

깨우기 한 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악 이

나 불법다운로드 등의 련 기사를 읽거나 동

상을 시청한 후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악

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게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비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에 한 스스로의 단 

즉 자기조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섯째, 학교 장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교

사들이 정보윤리 련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윤리교육을 한 체계

인 차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방법  교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다. 

3.3 교육 모델의 제안

연구결과의 분석을 토 로 통합교과로서의 정

보윤리교육을 한 표 화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의 그림 3에서 제시한 모델은 분석 

결과의 다섯 가지 특징을 포 하 다. 한 비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성찰 등의 효과에 

해서는 이론  고찰을 근거로 하고, 교사들의 실

천사례에서 공통 을 추출, 일반화하여 상향식

(Bottom-Up Approach)으로 근하여 모델화하 다.

교수-학습 모델의 도입- 개-정리의 핵심  의

미는 문제인식(Identification)-분석(Analysis)-실행

(Action) 단계로 정의하 으며, 이를 하 의 6 단

계로 세분화된다.

먼  문제인식단계는 학습자가 정보화 역기능

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교수자가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는 하 의 3개의 학습활동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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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호기심유발단계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

하고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해 교수자가 학습목

표와 련된 동 상을 투입한다. ② 인스토

단계는 동 상을 시청한 학습자들이 동 상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에 해 모둠별로 의견을 나

고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는 모둠별 토론활동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학습활동①의 교사-학습자 상

호작용, 학습활동②의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

다. 이것이 학습활동③학습목표확인 단계이다.

분석단계는 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를 분석하여 제시된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기 한 단계로, 이 과정을 수행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비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비  사고력이란 어떤 상황에 놓 을 때 

감정 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합리 이고 

논리 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고등 사고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근거를 들어 상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이성  활동이다. 

즉, 비 으로 분석하기 해 비  사고력 

연습이 필요하다. 사고력 연습은 텍스트에 한 

내용분석 능력, 개념을 이해하고 용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해 의식 인 노력과 꾸

한 연습이 제되어야 한다[5]. 김 수(2008)는 비

 사고력 함양을 해 ‘비  읽기’가 필요하

다고 보았으며, 이를 한 읽기 자료는 신문 기사

문, 사설, 칼럼, 고문, 인터넷에 게시된 각종  

등 로 쓰인 어떤 것이든 비  읽기의 제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4]. 학습활동④요약

(summary)단계는 이를 한 단계이다. 이 단계의 

시작에서 교수자가 학습목표에 련한 기사(신문 

사설, 칼럼, 인터넷 게시물 등)를 학습자에게 투입

한다. 학습자는 련 기사를 비 으로 읽은 후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요약하기는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간략히 추출해 내는 과정으로 

간단하고 짧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체 을 한 

두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학습활동이다. 이 요약문

은 문제인식 단계의 문제 상황에 한 학습자 

의 문제정의문으로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보다 객 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학습활동⑤의 지식탐구단계는 학습

자가 악하고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

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학습자의 문제해

결을 해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올바른 의사결정은 련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했을 때 가능하다. 학습자가 올

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련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여

야 한다. 이 단계는 무엇보다 교사의 문성이 요

구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학습활동⑥의 문제분

석단계는 교사로부터 제공된 지식을 습득한 학습

자들이 학습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해 원인, 문제  등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분석 결과를 도표, 그래  등으

로 시각화하여 표 하거나 텍스트로 논평(comment)

을 작성한다.

학습과정의 마지막인 정리단계는 실행(Action)

단계이다. 실행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서의 학습자

의 학습활동 결과물인 모둠토론결과물, 문제정의

문, 분석결과물 등을 토 로 자기반성과 함께 정

보사용의 올바른 행동규칙을 모색하고 내면화하

는 단계로서 학습활동⑦의 실천안모색단계에서 

이를 수행한다. 이 ⑦단계의 활동은 학습목표와 

련하여 학습자가 분석하고 탐구한 행동규칙에 

한 내용을 로고 는 표어를 제작하여 표 함

으로써 구체화한다. 한 이를 발표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학습자간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실천의지를 격려

한다. 국어과 수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자기의 의

견을 논술(essay)로 표 하는 심화학습활동을 추

가할 수 있다.

3.4 교육 모델의 효과성  장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효과성을 해 정

보문화교육이 실시되었던 학교의 학생 796명과 

단순히 정보윤리 특강에 참여한 이 있는 학생

798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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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F 평균차이

문화 796 67.76 9.669 
35.965

(***) 
문화>윤리>일반윤리 798 66.47 9.474 

일반 112 62.00 9.572 

(표 4) 집단별 정보문화지수의 비교

문항내용 집단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p

수업

만족도

문화 782 57.45 21.62 
9.61 .000(***)

윤리 788 47.52 19.21 

실천의지
문화 773 65.45 21.26 

5.61 .000(***)
윤리 773 59.37 21.34 

(표 5) 집단별 수업 만족도, 실천의지 비교

 정보문화지수 만족도 실천의지

정보문화지수 1 .412 .469

만족도 .412 1 .660

실천의지 .469 .660 1

(표 6) 주요 변인 간의 상 계수 값

은 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정보문화지수 측정 

문항을 사용하 다. 정보문화지수는 지 , 도덕

, 심미 , 실천  자질에 한 4가지 역에 

해 정보문화시민의 자실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측정지표의 정성은 2008년도 정

보문화지수 도출을 한 연구과정에서 이미 검증

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 다[21].

표 4는 정보윤리 련 교육을 수혜 받지 못한 

일반학생집단을 상으로 실시한 정보문화지수를 

포함하여(2009년도에 정보화진흥원 조사자료 활

용), 세 집단에 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보문화

교육 수혜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문화교육 수업

사례의 특징인 학생체험 심, 자기조 력함양, 실

천력강화 등을 강조한 활동 심의 수업이 학생들

의 정보윤리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나

타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 수업

만족도  실천의지에 해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두 집단의 학생들에게 추가 인 설문을 

실시하 다. 수업만족도에 한 비교를 해 ‘수

업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수업 후 보람을 느

낀다’,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등 7개의 문항

으로 설문을 구성되었으며, 실천의지에 해서는 

‘수업 후 건 한 사이버 문화 활동에 참여할 것이

다’, ‘수업 후 정보문화 을 수할 것이다’, ‘수

업 후 인터넷 상에서 부 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

할 것이다’ 등의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수

업 만족도  실천의지 문항에 한 신뢰성 검증

을 해 크론바흐 알 (Chronbach's Alpha) 값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수업 만족도  실천의지 모

두 0.96의 높은 수 의 신뢰도 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문화교육 수혜집단과 정보윤리특강 수혜

집단에 해 수업만족도와 실천의지 면에서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집단간 비교를 실시

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한 표 5를 보면 정보문화

교육 수혜집단이 수업만족도  실천의지 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그 차이는 유

의하 다.

이러한 수업만족도가 학생의 실천의지와 어떠

한 상 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변인간 상

계수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정보문화지수와 만족

도  정보문화지수와 실천의지간의 상 계수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만족도와 실

천의지의 상 계수는 0.7로 도출되어 비교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간 

상 계수는 표 6과 같다.  

이상으로 정보윤리교육을 해 학교 장에서 

실제로 용 가능한 모델을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이론  연구에 기 하여 3단계 7개의 학습활동으

로 제안하 으며, 이에 한 효과성을 검증하

다. 각 단계에 한 학습활동과 활동내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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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학습활동 활동 내용
특징  

기 효과

도입:

Identification

①호기심유발 학습목표와 련된 동 상을 시청한다. 시청각 자료를 제시,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낸다. 모둠별토론 활

동은 상 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② 인스토 하기
동 상 시청 후 모둠별로 서로의 소감  의견을 나

다.

③학습목표 확인 토론을 통해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개:

Analysis

④요약하기 학습주제와 련된 기사를 읽고 요약한다.
비  사고력 함양을 통해 문제

를 명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토 로 학습주제에 한 원

인, 문제  등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하다.

⑤지식탐구하기

- 학습주제에 한 문 인 지식을 학습한다. (ex. 

악 의 개념, 작권의 개념  종류, 련 법 등) 

- 학습주제와 련한 사이트를 방문하여 여러 정보

를 학습하도록 한다.

⑥문제분석하기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래 , 도표 등으로 표

한다.

정리:

Action
⑦실천안 모색하기

학습한 주제와 련하여 로고 창작 는 표어를 작

성한다(심화학습으로 논술쓰기를 시행할 수 있다).
문제상황에 한 학습자의 행동

규칙을 구체화하고 내면화한다. 

이를 발표하여 공유하고 행동규

칙에 한 실천을 합의한다.개인별 는 모둠별로 작품을 발표한다.

(표 7) 표  정보윤리교육모델의 3단계와 7개의 학습활동

효과 등을 표 7에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보윤리 교수-학습 모델

에 한 특징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된 교수-학습 모델은 사례기반의 상

향식 근을 통해 유도되었다. 정보윤리 수업담당

교사들이 제출한 수업실행 보고서를 문가 심사

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실천사례들을 선정하 고, 

선정된 우수실천사례들의 분석을 토 로 모델을 

도출하 기 때문에 실제 학교 교사의 수업목표와 

수업방법 등의 노하우가 히 반 되어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제안된 모델은 통합교과  모델이다. 즉, 

우수실천사례에 해 각 교과 역 별로 공통 을 

추출하여 모델화하 다. 모델의 부족한 부분은 문

헌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하 기에 어느 교과 역

에서 사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셋째, 제안된 모델의 교수-학습 과정 속에 일선

교사가 정보윤리교육에서 가장 요시 여기는 것

으로 분석된 ‘자기조 능력향상’과 ‘내면화’에 

한 특성을 반 하 다. 본 연구의 모델은 학습자

가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비  사고력을 키

우고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학생참여형 체

험활동에 을 두고 개발하 다.

넷째, 모델의 체 인 기틀은 구성주의에 두

었다. 모델의 시작 단계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투입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게 하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탐색해 나가

는 개 과정에서 여러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체험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달하도록 모델을 설계하 다.

4. 논의  결론

청소년에게서 인터넷은 삶의 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의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청소년에게 매우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혔듯이 인터

넷은 술이나 약물 같이 독 상을 유발하여 생

산 으로 보내야할 청소년기를 낭비하게 하고 있

다. 비록 독이 아니더라도 무 제하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불편과 장애를 겪는 

청소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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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불법유통 등의 일탈행 들이 청소년에 의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

버 상에서의 청소년의 일탈행 에 해 제동을 

걸고 궁극 으로 청소년들이 건 한 정보시민으

로 성장하도록 돕기 해 정보윤리 련 교육을 

국가 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학교에

서 해당 교육을 통합교과 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의 강도를 보다 높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어, 사회, 도덕 등 각 교과에

서 정보윤리 련 내용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교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악하고, 

교사가 보다 수월하게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정보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범학교의 교사

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실천사

례에 한 공모 을 개최하 다. 설문과 공모 에 

응모된 102편의 보고서를 통해 장 교사의 요구

사항을 직 으로 탐색할 수 있었으며, 수업 담

당 교사의 실질 인 수업내용, 수업방법 등을 수

집․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장 

교사들의 핵심 인 노하우를 추출하여 이를 모델

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된 교수-학습모델의 수업 

용 가능성을 보다 높여주었다. 

정보윤리교육에 한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

을 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을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한 이러한 

체험  활동은 반성과 성찰을 자극하여 궁극 으

로 정보윤리의 실천력을 높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교과 역에서 정보윤리 련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의 수업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어과 는 사회과 교과에서 정보윤리 련 내

용에 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는 자신의 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

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제안된 교수-학습 모

델은 교사들에게 교육목표와 방향, 교육방법 등에 

해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교사와 학생

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정보윤리교육 련 수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

교 장의 성공  수업사례를 기반으로 일반화되

었기에 수업을 한 실질 인 매력성  효과성 

요소가 모델에 잘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각 수업 주제에 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 

제안된 모델의 차와 틀을 따른다면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인 수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 제안한 모델이 보다 

표 으로 범용되기 해서는 실제 학교 수업 장

에서 모델을 용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지속 으

로 검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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