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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PBL(문제 심학습)기법을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들의 정보통신윤리에 한 문제해결력  실제 인 태도 변화를 신장시키는 데 

효과 인가를 규명하는데 그 연구 목 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BL 기법을 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는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과 련

된 문제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높여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한 수행과제를 모둠

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동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은 PBL기반 정

보통신윤리교육에 매우 효과 이다. 셋째,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은 학생의 문제해결력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에 한 흥미와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정보통신윤리, PBL 수업자료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BL-Based Teaching 

Materials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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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oblem-based learning(PB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on the problem-solving skills of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and their attitud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BL-based teaching materials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uld 

serve to stir up the interest of students by letting them face problem situations caused by the 

disfunc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Second, a wide variety of teaching-learning activities 

including cooperative learning and discussion were implemented while the selected students 

performed the given problem-solving tasks, and the activities had a very good effect on PBL-based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Third, PBL-based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could be one of effective ways to boost not only the problem-solving skills of students 

but the teaching interest and capability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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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와! 컴퓨터 시간이다. 선생님, 오늘 컴퓨터 시

간에는 뭐해요?” 아이들은 열 하며 기 하는 

리로 선생님께 묻는다. 일부 아이들은 “선생님, 

자유시간해요!”라며 의례 것 노는 시간, 쉬는 시

간으로 간주하고 선생님께 요구한다. 이는 실제 

교육 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이다. 많은 아

이들이 기 하는 정보통신기술교육은 이 게 

부분 워드나 젠테이션 기술을 배우는 정도로 

흘러가고 만다. 우리 삶의 토 인 지식 정보 사회

에서는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요한 원천이 

된다.[1]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의 역

은 더욱 확장되었으며 우리는 보다 다양한 문화

를 하고 편리한 생활을 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 사회로의 발 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로

운 만 가져다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로 인

한 역기능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컨

, 음란물 등 불건 한 정보의 유통, 사생활 침

해나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불법 행 , 인간 소외와 개인의 정

체성 상실, 통신 독 등의 비인간화 문제, 그리

고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등

과 같은 비도덕화 문제들이 그 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사회의 특성과 조건들을 제 로 인

식하고 이에 히 처하면서 바람직한 삶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품성을 어린 시

부터 키워 주는 것은 매우 요한 교육  과제

라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에서도 언 했듯이, 

우리의 교육 장에서는 단순한 기술(Skill) 주의 

정보통신기술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지언정 정보

통신윤리교육에 한 진지한 고민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듯 하다. 교육과정속에서 정보통신기술

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담당해야할 시간수

는 차 어들었고, 그나마 각 지역에서 정보통

신기술교육을 해 자체 으로 개발한 검인정도

서는 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의 흐름을 쫓아

가기에만 해, 정작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  소양이나 실천 방식을 

일깨워주기 한 자료로써 활용되기에는 매우 부

족한 측면이 많았다.[3]  

이에 본 연구는 등학생들에게 정보 사회의 특

징과 인터넷의 순기능․역기능,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가치 규범을 단순한 이론  탐색이 아닌 

실제생활속 맥락에서 근해 볼 수 있도록 PBL(문

제 심학습)기반의 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모

형 안을 구안하고, PBL 략을 수업의  과정에 

하게 구사한, 체계 인 PBL기반 정보통신윤리

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 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BL기반의 로젝트 심과제를 통해 학생이 주

체가 되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 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수업에 필요한 일련의 자료를 모

듈화하여 교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흥

미와 심을 끌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 셋째, 본 자료의 용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한 교사  학생의 흥미를 

높이고 교사의 수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킨다.

2. 이론적 배경

2.1 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정보통신기술교육 련 교재(교과서)는 각 시․

도마다 다르게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수  체계는 크게 5단계와 국민공통 기본교

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기 으로 제시하

고 있으나 이것은 권고 사항이다.[4] 학교에서는 

학년제가 아닌 단계별로 구성하여 운 할 수 있

으며, 각 단계별로 학생의 흥미, 성, 능력  발

달 수  등을 고려하여 기 , 심화 수 과 같은 

수 별로 운 할 수도 있다. 단계별 지도내용과 

내용의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 학

생의 능력과 수 , 교과의 련 등을 고려하여 학

년별 는 학기별 하  단계를 설정하고 목표 달

성에 알맞게 탄력 으로 조정할 수 있다.[5]

<표 1> 정보생활교과  정보통신윤리 내용 체계

역

단계
정보의 이해와 윤리

정보통신기술교육1
단계(1-2학년)

․ 정보 기기의 이해
․ 정보와 생활

정보통신기술교육2
단계(3-4학년)

․ 정보의 개념
․ 정보 윤리의 이해

정보통신기술교육3
단계(5-6학년)

․ 정보 활용의 자세와 태도
․ 올바른 정보 선택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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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응답내용

1.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 내용 만족도

 ① 매우 만족한다 4%   
 ② 만족한다 13.2%
 ③ 그  그 다 48.9%   
 ④ 별로다 33.9%

2.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  ①상24.2% ② 66.8% ③하9%

3. 로젝트 수업 
경험 여부

 ① 다수 경험 1.7%     
 ② 경험이 있다 9.1%  
 ③ 경험이 없다 89.2%

4.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로젝트 제작 수업 필요성 

여부

 ① 매우 필요하다 21.3%   
 ② 필요하다 55.8% 
 ③ 그  그 다 18.2%   
 ④ 필요없다 4.7%

2.2 PBL(문제 심학습)의 특징[6]

1) 비구조  문제(Ill-structured Problems)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구조 인 문제들

로서, 학생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정

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비구조  문제는 구조  문제 해결과는 

달리 문제를 찾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검증하며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실제성(Authenticity)

문제 심 학습 환경에서 문제는 실제 생활과 

련된 문제가 제시된다. 학생들에게 세부 이고 

아주 구체 인 맥락의 문제가 주어지면 주제에 

한 정의를 내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찾

고 경험하고, 해결안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 과정

의 효과성에 하여 평가한다.

3)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ion)

소집단 는 학  체 집단으로 학습하기 

하여 학생들은 정보를 찾고 학습하기 한 책임 

분담을 하며, 문제 해결 과정과 략을 통하여 자

신들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4) 동 학습(Cooperative teaming)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갈등

은 개인  사고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차이

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각자의 에서 정당

화하고 력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개념

을 찾아내고 바람직한 해결안을 도출하게 된다.  

2.3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PBL 활용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PBL 모형은 실생활의 

문제 사태를 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조화

한 교육  근으로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  사고 기능과 동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는 학습 형태이다.[7]

<그림 1> PBL모형의 수업 차 

  

  PBL 모형은 문제 상황에서 학습이 시작된다.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에 련된 지식들의 목록을 작성

하는데 그것은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하

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리고 나서 각자에게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개개

인은 부여된 학습 과제를 해결한 후 동 학습 과

정을 거치게 된다. 동학습에서는 문제를 재검토

하고 문제 해결과 련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하여 수정되고 보완되어 발 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장에서 이루어졌던 지 까지

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단편  이론학습 주로 

진행되기 일쑤 다.[8] 지극히 개인 이며, 동하

고 의하는 학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정

보통신윤리교육에서 PBL을 활용함으로써 실생활

에서 일어나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한 문제를 

모둠별로 의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검

토한 후, 문제해결을 한 하고도 실 인 

응방법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주체

이고 동 인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 다. 

3. 연구의 방법

3.1 자료 개발을 한 실태 조사

‘PBL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하여 인천지역 5, 6학년 학생 

110명과 등 교사 20명을 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태를 조사하 다. 

<표 2> 실태조사 상  내용
상

내용 교사 학생

조사 상 인천지역 교사 20명 인천지역 학생
(5학년:56명,6학년:54명)

조사내용 수업능력, 
자료 요구도 조사

흥미도, 기  소양
심 역

<표 3> 학생의 흥미도  기  소양 조사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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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심 역

 ① 네티켓 련 22%   
 ② 작권 련 38%
 ③ 온라인 독 련 50%

학년
내용

5학년 6학년

주제 네티켓, 온라인 독 작권

주요
내용

인터넷 , 올바른 정보이용, 
온라인 독

건 한 컴퓨터 사용

개인정보보호, 
정품소 트웨어, 작권

학습
목표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과 
문제 을 알고, 건 한 인터넷 
문화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소 히 

여길 수 있다. 

 

<표 4> 교사의 수업 능력  자료 요구도 조사
N=20(%)

설문내용 응답내용

1.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주된 
수업 내용

 ① 네티켓 련 45%   
 ② 작권 련 20%
 ③ 온라인 독 련 35%

2.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재(검인정) 활용도

 ① 매차시 활용 0%  
 ② 가끔 활용 10% 
 ③ 활용하지 않음 90%

3.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수업 
방법

 ① 인터넷 활용학습 80%   
 ② 강의식 수업 20%

4.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

 ① 상20% ② 70% ③ 하10%

5.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있어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 진행 여부

 ① 일정의 수업 모형에 따라 수     
 업한다. 0%
 ② 상황에 따라 특별한 모형      
 용 없이 수업한다. 100%

6.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PBL(문제 심학습) 용 

필요성 여부 

 ① 매우 필요하다 20%   
 ② 필요하다 35%
 ③그  그 다 35%    
 ④ 필요없다 10%

7.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수업자료개발의 필요성 여부

 ① 매우 필요하다 45% 
 ② 필요하다 40% 
 ③ 그  그 다 5%      
 ④ 필요없다 0%

1) 자료 개발을 한 시사  도출

가) 교사 측면

일선 교육 장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해 구

조화 된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재 제공

되고 있는 교재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서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보다 

재 필요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고 련 있으며, 

한 활용하기 편리한 자료의 보 이 시 하고 일

반 인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한 수업모형을 

용하여 일 이고 체계 인 수업진행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학생 측면

학생들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좋아하는 수업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수업 내용에 있어서

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시 를 살면서 학생 스스로가 느끼는 정보

화사회의 역기능에 한 심은 높지만 수업 내

용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이 동

떨어져 있으며,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끌어들이고, 정

보통신윤리에 한 새로운 내용을 지속 으로 제

공해 주면서 심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 설계

본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는 정보

통신기술교육 3단계에 해당되는 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상으로 하여 PBL(문제 심학습)기반으

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일반 인 수업이 교과서를 

심으로 개되는 반면, PBL은 교육과정을 새롭

게 재구성한다는 측면을 부각시켜 학교  실생활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와 련한 다양

한 문제 상황을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

결의 목 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련된 지식과 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 다.[9]

3.2.1 주제선정  학습목표 설정

학습을 시작하기  교사는 특정 주제 해결을 

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한 사  비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PBL 학습 활동이 학생들이 주도

으로 학습을 개하는 것인 만큼 교사의 략 이

고 매력 인 학습 설계는 필수 이었다. 이를 바탕

으로 이번 연구를 해 선정한 각 학년의 정보통

신윤리교육 주제와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5> PBL기반 수업자료의 주제  학습목표

 

3.2.2 PBL(문제 심학습) 문제 설계

본 수업자료를 한 PBL 문제는 앞서 제시한 

학습 목표와 의미론 으로 긴 하게 련되도록 

학습자가 해결해야 하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학습목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도록 실용 인 

수행 목표의 형태를 띠도록 설계하 다.

3.2.3 평가 설계

PBL에서의 평가 상은 문제 해결의 최종 산

출물로, 학습자가 제시하는 결과물, PBL을 통하여

학습자가 기능을 습득한 정도, 학습 과정 의 학

습자의 활동과 간 산출물 등이 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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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정원이의 주변에는 친구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만화가 주제인가 니다.  정원이는 어디선가 새로운 만
화책을 다운받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 들어오신 선생님. “김정원!  어서 빨리 이리로 와 !”
선생님의 목소리에선 다 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원!  어제 무슨 사이트에 들어갔어?, 그리고  뭘 다운
받은 거니?”
“어.... 그게....” “왜 사이버수사 에서 우리반 김정원을 찾느냔 말
이야?”“ , 혹시  불법 다운로드 했니?”
나 에 안 일이지만, 정원이는 자신이 자주 들어가는 어떤 사이
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사이버수사
에서 연락이 온 것이랍니다.
결국 보물창고는 진짜가 아닌 가짜 던 셈이지요. 
“아참, 정원이는 어떻게 되었나고요?” 선생님과 정원이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이버수사 의 일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 
신 정원이는 요즘 작권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정원이와  같은  친구가  있나요?” 자, 
그럼 지 부터  여러분이  작물  지킴이가  되어 작권에  해  
잘  모르거나, 작권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작물을  함부
로  사용하는  친구들을  해  작물지키기  캠페인을  주최해  보
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라서 평가의 방법 측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지식 

습득 여부만이 평가의 부가 되지 않도록 성찰

(reflective note)을 활용하도록 설계하 다.

3.2.4 웹 사이트 구조 설계

본 연구를 해서는 정보탐색이 보다 용이하고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환경으로 합하도록 ICT

활용의 실질 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지속 인 커뮤니

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력  문제해결을 한 

토론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  학습결과

물 등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

간을 설계하 다.   

<그림 2> PBL수업을 한 온라인 학습공간 구조도 

3.2.5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모둠 설계

모둠 조직은 PBL 수업을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 의 하나 다. 모둠 토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악하게 되고 역할

분담과 문제해결력의 모든 과정들이 모둠원 간의 

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해서는 빠른 문제 악, 극 인 토의과정을 

거친 결과물 산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PBL수업을 

진행하기 한 모둠조직에 해 학습자의 의견수

렴과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여 모둠을 조직하 다. 

 

4. 연구의 실제

4.1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의 개발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는 문제 

개발, 온라인 학습 환경 개발, 워크북 개발,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4.1.1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PBL 문제개발

실생활이라는 맥락안에서 정보통신윤리와 련

지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본 연구

의 상인 등학교 5학년, 6학년의 범주  수

안에서 개발하 다. 

<표 6> PBL기반 수업자료의 주제  학습목표

학년
내용 5학년 6학년

PBL문제명 악 이 무서워! 다운로드 완료

PBL목표
깨끗한 인터넷문화를 
한 악  퇴치 캠페인 

벌이기

다운로드100%, 하지만 양심은 
0%! 지 재산권 보호를 한 

캠페인 벌이기

이 때 제시된 문제는 모둠간 문제해결을 한 

임무와 역할개발을 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

하 으며, 문제해결을 한 과정에 있어 실천 이

고 행동 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표 7> 6학년용 PBL문제

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참여

를 극 으로 유도하기 해 동 상의 형태로도 

제작하 다.

Text형식의 PBL문제 동 상으로 제작된 PBL문제

<그림 3>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PBL문제

4.1.2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온라인 학습 환경 개발

PBL기반으로 설계된 본 수업자료의 수업지원

자료와 학생들의 아이디어 및 산출물 공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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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찰을 위한 학습사이트를 제작하였다.

<그림 4> PBL기반 정보통신윤리 학습사이트

본 연구를 위하여 PBL기반으로 설계된 학습사

이트의 메뉴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8> PBL기반 메뉴구성

① Click! 생각열기 : 정보통신윤리교육 동기유발 동 상자료

② Click! 문제열기 : 정보통신윤리교육 PBL 문제제시화면

③ Click! 목표갖기 : PBL 목표, 문제해결 방법 안내화면

④ Click! 학습길잡이 : 차시별 수업 안내화면

⑤ Click! 생각나 기 : 모둠별 의견  아이디어 교환공간 

⑥ Click! 지식in으로 : 문제해결을 한 도움자료 제공공간

⑦ Click! 스마트세상 : 산출물 탑재  성찰공간

또한, PBL기반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정보통신윤

리와 관련된 기본개념의 발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PBL학습방법 안내와 

차시별 수업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5> PBL기반 학습방법 안내

4.1.3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아동용 워크북 개발

정보통신윤리와 관련한 PBL 문제해결의 과정속

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 모색에 대

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동용 

워크북을 제작하였다. 

4.1.4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앞에서 설계된 PBL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고, 지도안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교사들

이 학생의 문제해결활동을 돕는 학습정보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 PBL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4.2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의 용

본 연구는 인천 역시 소재 B 등학교 5학년 1개 

학 과 6학년 2개 학 을 상으로 PBL기반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세부 설계안에 따라 진행되었다. 5월 2일 

PBL에 한 사 활동을 시작으로 5월-7월동안 본격

인 정보통신윤리 PBL수업을 진행하 으며 수업설계안

에 제시된 총 6차시를 실제 수업상황에 용하 다. 

4.2.1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소개

학습자들이 앞으로 학습하게 될 PBL기반 정보통

신윤리수업을 소개하 다. 워포인트로 제작된 자

료를 통해서 PBL수업의 개념과 학습 과정, 학습자

들이 해야 할 일, 력 활동 방법을 설명하 다.

4.2.2 PBL기반 학습사이트 활용방법 안내

교육과정내 재량시간을 이용해 일 으로 PBL기

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트의 학습메뉴구성을 안내

하고 온라인 학습활동을 한 사 교육을 실시하 다. 

<그림 7> PBL기반 학습사이트 활용법 안내

4.2.3 학습을 한 모둠원간 마음열기

효과 인 정보통신윤리 PBL수업을 해 아동의 

정보활용소양능력, 성별, 아동간 유  계 등을 고

려하여 4~6명이 한 모둠을 이루도록 하 으며 모둠

원들 모두 역할을 부여받아 모둠에 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 다. 한 모둠원간 소개를 통

해 서로에 한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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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증
 구 분 검증 상 검증 

시기
검증 
방법

교사의 흥미도
수업능력도

5학년, 6학년 
교사 10명 2011. 07 설문지

학생의 흥미도 
자료의 활용도
정보통신윤리

문제인식 수  변화  

 5학년 :  학생 25명 
 6학년 :  학생 28명 2011. 07 설문지

찰법

4.2.4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 운

1) 동기유발

PBL에서는 문제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학습에 

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 인 정

보통신윤리 수업운 을 해 최근 일선 학교 장

에서 ICT활용과 련지어 동기유발 자료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동 상을 동기유발자료로 사용하 다.

5학년 동기유발 동 상
(자체제작:악 이 무서워!)

6학년 동기유발 동 상
(공익 고:불법다운로드편)

<그림 8>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에 사용된 동기유발 동영상

2) 정보통신윤리교육 PBL 문제 제시

PBL 문제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정보통신

윤리와 련되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

지 문제상황(5학년 : 악 이 싫어요!, 6학년 :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맙시다!)을 제시하 다.

3) 문제해결을 한 수행과제 제시

각 학년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핵심 키워드(5

학년 : 네티켓/온라인 독, 6학년 : 작권)를 심

으로 각 학년에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 PBL문제를 

해결하기 한 단계별 수행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정보통신윤리 문제해결의 문으로 제시하 다. 

4) 정보통신윤리교육 문제해결을 한 모색

각 학년에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교육 PBL문제, 

수행과제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탐색

과 자료수집의 시간이 부여되었다. 

5) 모둠별 문제해결  최종 산출물 완성

정보통신윤리교육 문제해결을 한 모색의 시간

을 통해 수집된 개인별 혹은 모둠의 정보를 상호교

환하고, 최종 산출물 작성을 한 아이디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그림 9> 저작권보호를 위한 픽토그램뱃지 만들기

6) 정보통신윤리교육 최종 수행과제 발표

학년별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 PBL문제에 한 

최종 수행과제를 발표하 다. 5학년은 ‘네티켓/온라

인 독’에 한 개별탐색의 시간을 거친뒤, ‘인터넷

실명제’에 한 찬/반 토론을 가졌고, 이후 ‘선 달

기운동’ 참여결과와 ‘교내 악 퇴치 피켓 캠페인’을 

최종 산출물 발표의 시간으로 구성하 다. 한, 6

학년은 ‘ 작권’에 한 개별탐색의 시간, ‘ 작권인

식검사’, ‘정보공유 토론하기’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물로 ‘ 작권보호 픽토그램뱃지’발표와 교내 

작권 지키기 캠페인을 벌 다. 

7) 성찰  평가

정보통신윤리교육 학습사이트를 활용하여 작성된 

성찰노트에는 이번 수업을 통해 진행된 정보통신윤

리교육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는 이 많았다. 

<그림 10> 학습사이트에 올려진 성찰노트

5. 연구의 결과

5.1 자료의 활용 효과 검증 방법

본 연구에 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자의 학교에 재직, 재학 인 교사와 아동을 

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을 용하 다. 

<표 9> 자료의 검증 상  검증 방법

5.2 검증 결과  분석 

설문  본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한 교사들의 설

문 조사  학생 활동 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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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사의 흥미도․수업능력도 변화
N=14(%)

설문내용
검증
시기

응답내용

상 하 

1.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PBL 
수업에 한 심이나 흥미

활용 12% 36% 52%

활용후 75% 25% 0%

2.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Web자료를 

활용하는 정도

활용 24% 32% 44%

활용후 34% 48% 18%

3. 향후,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로젝트(PBL)학습 실시여부 

활용 11% 21% 68%

활용후 24% 76% 0%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PBL수업에 한 심이

나 흥미는 본 자료의 투입 ․후의 변화가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윤리

교육과 련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교사들에게 실 인 내용과 련하여 

자료를 투입함으로써 실감을 가지고 심도를 높

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학생의 흥미도․문제해결력의 변화
N=53(%)

설문내용
설문반응

응답내용 활용 활용후 

1.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재미있는가?

매우 그 다 11% 68%

체로 그 다 68% 26%

그 지 않다 21% 6%

2. 정보통신윤리교육  모둠 
간 토의의 참여정도

매우 그 다 0% 32%

체로 그 다 6% 49%

그 지 않다 94% 19%

3.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의 일상생활에의 

용 정도

매우 그 다 16% 38%

체로 그 다 29% 44%

그 지 않다 55% 18%

4. 문제 해결에 있어 극성 
정도

매우 극 8% 16%

체로 극 26% 47%

비 극 66% 37%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재미있는가와 련한 문항에서 

자료의 투입 후 정 으로 응답한 비율이 90%이상이

었다.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련이 되고 직  학습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만 잘 된다

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PBL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이라

고 생각했었던 것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서로 의견을 

나 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도 단편 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

가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회의 주체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은 매우 고무 이라 할 수 있겠다. 

5.3 요약  논의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해 PBL(문제 심학습)기법을 용하여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들의 정보통신윤리에 한 문제해결력  실제 인 

태도변화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 인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내용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

신윤리교육에 있어 PBL기반 학습의 의미와 특징, 효과를 

살펴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 개발에 한 

문헌연구를 하 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와 PBL을 목한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교육 3단계에 해당되

는 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상으로 PBL기반 정보통

신윤리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 다. 셋째, 개발된 정보통

신윤리교육 수업자료를 소규모 집단에 시범 용하여 학

습 과정  결과에 한 효과성을 연구하 다.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 개발  용에 

한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의 PBL수업에 한 교사들

의 심과 흥미가 증진되었다.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윤리

교육과 련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힘들어

하던 교사들에게 실 인 내용과 련하여 자료를 투입

함으로써 실감을 가지고 심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뻔하거나 재미없는 수업이라

고 생각했었던 학생들의 응답이 정보통신윤리교육도 서로 

의견을 나 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

었다는 정 인 응답으로 바 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

의 단편 인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회의 주체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BL 기법을 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는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과 련된 문

제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높여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한 수행과제를 모둠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동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은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매우 효

과 이다. 

셋째,  PBL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은 학생의 문제

해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수업에 한 흥미

와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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