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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횟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상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컴퓨터 활용에 있어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자신이 가

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도 청소년이다. 따라

서 정보통신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웹 사이

트 형태의 네티켓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이버

문화의 장을 열어놓았으며,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

에서 성숙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상의 역

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이버 문화에 대한 적절

한 이해와 ‘인간중심의 진정한 정보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

나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교육

과정에서도 컴퓨터 교과에서 1시간 미만의 교육과정

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개

선하고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윤

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탐구과제를 선정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학습

자료의 형태는 문서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교수-학습

자료와 달라진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WBI 학습이 가

능한 코스웨어를 설계 및 구현한다.

2. 기존 연구

2.1. 바른생활 인터넷 사이트

바른 생활 인터넷 사이트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메뉴는 <정보사회란 무엇

인가?> <정보사회의 빛과 그림자> <배워보자 네티

켓> <인터넷정보의 유익한 이용>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학습

사이트로 초등학생이 활용하기 적합한 사이트이다.

2.2. 남일 초등학교 인터넷 사이트

남일 초등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해 개

발한 학습사이트로 메뉴는 넷언어, 바이러스, 게임중

독, 채팅, 사이버도둑질, 아이디도용, 해킹, 유해사이

트, 통신예절 등 모두 9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메

뉴마다 생각열기, 탐구문제, 탐구마당, 퀴즈마당으로

구성하여 흥미롭게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림 1] 남일초등학교 네티켓교실



201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306 -

3. 네티켓 교실의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환경

WBI를 통한 교수 학습이 가능해야 하므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WEB에서 구현이 가능하

도록 html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WBI

를 위한 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환경

이 좋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컴퓨터 사양이

낮은 환경에서도 학습자료의 제작은 가능하다.

3.2.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웹사이트 설계

교사가 미리 정보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저장 내

지는 링크를 해놓음으로써 학습자가 정보를 검색하

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고, 학습 목

표 설정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 효과적인 수업 활동

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웹사이트 활용 수업은 수

시로 필요한 부분의 수정 및 첨가, 삭제하고 최신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

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3.3. 네티켓 교실의 구성

WBI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Web에 탑재하여

운영하였다. 주 메뉴는 네티켓 교실, 학부모 교실,

네티켓 자료, 모니터실, 학생자료실 등 다섯 개로 구

성하였다. 각각의 주메뉴에는 세 종류에서 여덟 종

류에 이르는 서브 메뉴를 덧붙여 내용을 강화하였

다. 각각의 주메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1. 네티켓 교실

네티켓 교실은 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구성한 메뉴이다. ‘정보사회’, ‘네티켓’, ‘채팅

예절’, ‘사이버음란물’,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

‘온라인 게임’, ‘사이버 중독’ 등 여덟 개의 서브 메

뉴를 두었다. 각각의 서브메뉴에는 다시 10～12개의

하위 메뉴를 두어 각각의 서브 메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 네티켓 교실의 주요화면 (8개 영역으로 구성)

3.3.2. 학부모 교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통한 올바른 지도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관심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조건 적인

금지 또는 제한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 ‘학부모 교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한 메뉴로

서 ‘다르게 생각하기’, ‘안전지대-음란물’, ‘안전지대-

게임’, ‘안전지대-채팅’, ‘밝은 우리 가정’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하였다.

[그림 3] 학부모 교실의 주요 화면

3.3.3. 네티켓 자료

‘네티켓 자료’는 ‘용어사전’, ‘에듀넷 만화방’, ‘영상

자료실’, ‘네티켓 문제 은행’, ‘학습 자료실’, ‘ICT 교

수학습 과정안’, ‘추천 사이트’ 등을 두어 교사와 학

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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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생자료실의 주요화면

3.3.4. 모니터실

모니터실은 동아리로 운영되는 네티켓 교실의 학

생 운영진을 소개하고 게시판을 통하여 적절한 모니

터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

였다.

3.3.5. 학생 자료실

학생 자료실에서는 학생들이 네티켓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게시판의 형태로 제시하여 학생들

이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외에도 주메뉴에 ‘즐겨 찾기’와 ‘묻고 답하기’

코너를 두어 네티켓에 관련된 심화 학습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

는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

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가능한 탐구과제를 선

정하고 탐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웹사이트

형태로 <네티켓 교실>을 개발하였다. 정보통신 윤

리 교육에 일반 인성교육과는 다른 교수학습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가장 적합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WEBSITE 형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티켓 교실>은 모두 8개의 탐구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8개 영역은 정보사회, 네티켓, 채팅예

절,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 온라

인 게임, 사이버중독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탐구과

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각 탐구과제마다

7～9개의 하위 메뉴를 구성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ICT교수학습과정안을

각 영역별로 제작, 탑재하여 교사가 다운로드받아

학습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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