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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한 작권 교육이 온라인 작물에 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  

단에 향을 미치는지, 한 직 인 온라인 작물 침해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 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분석 결과, 작

권 교육은 작권 침해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  단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  단에 의해 실질 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작권 교육은 작권에 한 윤

리의식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작권 교육은 학

생들의 작권에 한 윤리의식에 크게 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작권 침해에 

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 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장될 수 있는 문제  인식 

등 다양한 근법과 구체 인 교육 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인터넷 작권교육, 작권 윤리의식, 도덕  단, 작권침해의도

The Effect of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Park, Jooyeon†․ Jung, Seungm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in Internet copyright.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effects on piracy intention through moral 

judgement in order to make a right or wrong decision about the actual pirac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es not effect on ethical consciousness and piracy 

intention directly. This result implie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 not actually impact on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online piracy, and that right understanding and proper internet ethic 

education program hav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negative consequences by online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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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기술과 활용이 격히 발 하면서 스

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인터넷에 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공유,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과 불법 인 정보 

유통, 무분별한 정보활용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작물들이 정당한 허가나 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 유포되고 있다. 화, 음악, 소 트웨어  

디지털 상품의 불법 다운로드  복제에 한 피

해는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에 

미치는 향은 엄청나다. 한국문화  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피해규모는 2010년에 음악, 화, 

출 ,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체 2조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6]. 한, 이러한 불

법복제  다운로드 행 는 각 콘텐츠 산업의 일

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해외

로 팽창해 가는 콘텐츠 산업발 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 이 듯 인터넷 상의 지  재산권 침해문

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 으로 다양

한 문제들을 양상 시키며 쉽게 근 되고 있지 않

다.  많은 연구자들은 격한 네트워크의 발 과 

쉽고 빠른 정보의 활용에 비해 인터넷상에 공유

되고 있는 정보의 보호  작권에 한 인식과 

교육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실정을 원인으로 언

하고 있다[3][5]. 이러한 정보교육과 윤리인식의 

부재로 인해 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

상의 정보  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불법 행 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다른 죄

책감이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한 이

러한 불법행 가 개인 , 경제  피해를 양상 한

다는 심각한 문제 은 부분 크게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19][23][28].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국가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불법복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온라인 윤리교육  작권 교

육은 히 미비한 실정이다. 2006년 반 이후 

정부산하 단체에서 인터넷 , 작권 교실 등

의 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회성이거나 

일시 인 홍보 등으로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참여 학생들의 윤리의  작권 인식에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10]. 인터넷과 네트워크

의 발 에 따른 역기능인 온라인상의 작권 침

해를 방지하고 지속 인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해서는 근본 으로 온라인 활용에 한 윤리의

식을 향상시키고 작권에 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해결책으

로 인터넷 윤리 교육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각 계층의 교육기 에서 

두되고 있다. Cheng et al.[14]은 그의 논문에서 

디지털 작물 침해를 방하기 해 강화되는 

법규나 규제 등 물리 인 처벌보다는 작권 침

해의도나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요인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을 개발

하는 것이 요하다고 역설한다. 한, 온라인 

작물에 한 인식  옳은 사용에 한 사용자 

인식의 변화가 온라인상의 작물 침해를 방하

는 근원 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

한 인터넷 작권 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작권 침해

에 한 연구는 작권 침해의도에 한 잠재요

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부분이며 [1][11][17], 근

본 인 인터넷 작권에 한 교육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실증 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인터넷 사용에 한 작권 교육이 온라인 

작물에 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  단

에 향을 미치는지, 한 직 인 온라인 작

물 침해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 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

넷 상의 작권 보호를 한 합리 인 방법과 방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설정

  인터넷 작권 침해는 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작물을 다운로드, 배포, 재생산 하

거나 복제하는 불법 이고 비윤리 인 행 를 말

한다[19]. 이러한 온라인 작권 침해의도는 기본

으로 올바른 작권 교육을 통한 작권 윤리

의식과 도덕  단의 고취를 통해 감소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듯 작권 교육이 침해의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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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그림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인 인과 계 분석을 하

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온라인 작권 교육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작물에 한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고 쉽고 무분

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도덕  단을 형성

시킨다. 한, 인터넷윤리 교육은 작권 보호에 

한 사용자의 지식과 문제해결을 한 의지, 침

해에 한 윤리  단 등에 향을 미친다[3]. 온

라인상의 작물에 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수반되었을 때 그로 인한 문제 에 해 인식하

게 되고 도덕 인 올바른 단과 문제해결에 

한 의지를 갖을 수 있게 된다[8]. 청소년 작권 

교육효과에 한 비교연구에서도 작권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온라인 

작권에 한 인지, 가치  지식이 높고, 실천  

태도나 실제 행동에서 정 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 

사용자에 한 온라인 교육은 사용자의 태도나 

인식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며[26], 작권에 

한 인식과 온라인 작권 침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 을 교육  홍보 등을 통

해 인식하는 것은 사용자의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3][28]. Ajzen[12]은 윤리 교육 

 환경조건은 특정한 행 의도를 억제하는 요

한 요인을 강조하 고, 실제 으로 나타날 수 있

는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

명하 다. 따라서, 온라인 작권에 한 이해  

윤리교육은 사용자의 작권 침해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  단과 윤리의식에 향을 

미칠 것이고, 침해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H1: 온라인  작권  교육은  작물  침해에  한 

사용자의 도덕  단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온라인  작권  교육은  작물  침해에  한 

사용자의 윤리의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 온라인  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온라인  

작권  침해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행동에 한 개인 인 단은 개인의 윤리의식

에 기반을 둔다[15][22]. 불법 소 트웨어의 사용

과 다운로드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소

트웨어 침해를 경향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Thong et al. 

[27]도 소 트웨어 침해에 한 윤리 인 행동의

도는 윤리 인 단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음원산업을 심으로 작권 침해에 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  단은 음악 산업에

서 불법 음원다운로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15]. 한정희와 장

활식[11]의 연구에서도 인지된 윤리의식과 윤리  

단은 한 계가 있음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 

한, 작권 침해를 연구한 Moore와 

Chang[22]은 소 트웨어 작권 침해에 한 의

도는 개인의 단에 의해 시작된다고 말하며, 윤

리의식 정도와 소 트웨어 침해의도는 한 

계를 갖고 있고 주장한다[19]. Banerjee[13]도 사

용자의 의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 인 단

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행동

의도는 인터넷상의 작물을 불법 으로 사용, 유

포하거나 침해된 작물을 구입하는 실제 인 행

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도에 미치

는 잠재 인 윤리의식  도덕  단의 정도를 

단하는 것은 행동의 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작물 침해에 한 도덕

 단과 윤리의식은 작물 침해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4: 온라인  작물  침해에  한 사용자의  도덕

 단은  침해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5: 온라인  작물  침해에  한 사용자의  윤리

의식은  침해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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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의 수집

3.1 설문항목의 개발

인터넷에서의 작권 교육이 작권 침해의도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한 변수는 온라인 

작권 교육, 작권 윤리의식, 도덕  단과 

작권 침해의도이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 자료

는 기존 문헌에 사용되었던 변수를 용하 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작권 교육은 인터넷에서

의 작권 침해방지를 한 학교  교육기 의 

교육과 심 정도로 정의하고, 작권 교육의 문

항은 "학교  기 에서 온라인 작권에 한 교

육  홍보를 자주한다”, “ 작권 교육 방침이 우

수하다” 등으로 개인이 느끼는 는 경험한 작

권 교육 정도로 측정하 다[21]. 종속변수인 작

권 침해 의도는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작물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인터

넷에서 디지털 작물을 침해할 의도가 있다", "

디지털 작물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의향이 있

다" 등으로 설문하여 반 로(Reverse)로 측정하

다[25]. 

한, 온라인 작권 교육이 작물 침해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조사하기 해 사용한 매개변수는 

작권 침해에 한 도덕  단과 작권 윤리

의식이다. 작권 윤리의식은 온라인상의 작물 

침해에 한 개인의 윤리  의식정도로 정의하며

[17], 온라인 작물 침해에 해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윤리 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는 정

도, 개인 인 윤리기 에 어 나는 행동 정도 등

으로 측정하 다. 도덕  단은 Limayem et 

al.[21]이 제시한 특정한 행동에 한 개인의 기

쁨, 슬픔, 실망 등의 정도로 정의하고 "디지털 

작물을 침해하는 행 는 재미있다"(-), "디지털 

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명한 일이다"(-), "디지털 

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등 

온라인 작물 침해에 한 개인의 감정  도덕

 단 정도로 측정하 다. 이 연구에 사용한 변

수의 모든 문항은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2 설문자료의 수집과 특성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인터넷사용이 가장 

활발한 계층인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컴퓨터개론  정보시스템 등의 과목

을 수강하는 경 학과 학생을 심으로 설문하여 

기본 인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작권에 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단한다. 총 241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 다.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26(52.3%)로 여학생 115(47.7%)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해 

 이상으로 단한 학생이 90%정도로 다수

를 차지하 다.  인터넷 활용시간은 하루에 1-3시

간 정도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7.2%로 가

장 많았고,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도 

22.8%를 차지하 다. 표본특성에 따른 ANOVA검

증 결과, 인터넷 활용능력, 사용시간 등은 작권 

침해의도에 한 응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모형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연구 방법 및 가설검증

4.1 측정모형 검증

온라인 작권 교육이 작권 윤리의식, 도덕  

단  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조사를 해 SmartPLS를 통한 

PLS(Partial Least Squares) 분석을 실시하 다. 

PLS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 한 실증  평가

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경로계수를 통한 인과 계

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개발의 기단계

에서의 탐색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16]. 

각 가설에 한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에 한 

개별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개별 인 측

정항목의 요인 재값과(factor-loading) 교차 요

인 재값을 측정하 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항목의 요인 재값이 0.7이상이고, 교차

되는 요인 재값이 해당 항목의 값보다 작게나

타나 각 변수를 측정한 개별 항목은 유의 으로 

타당함을 확보하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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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덕 단 윤리의식 침해의도

교육1 0.865646 -0.103994 0.097794 0.015546

교육2 0.962096 -0.231631 0.084778 0.051108

도덕 단1 -0.079501 0.815626 -0.128856 0.368461

도덕 단2 -0.213274 0.883349 -0.105245 0.313677

도덕 단3 -0.234639 0.895741 -0.099117 0.318276

도덕 단4 -0.163394 0.87059 -0.093928 0.312891

윤리의식1 0.061334 -0.081015 0.961608 -0.295651

윤리의식2 0.149039 -0.182945 0.613926 -0.056974

의도1 0.104567 0.138039 -0.22707 0.778531

의도2 0.118568 0.111962 -0.172929 0.7885

의도3 -0.038151 0.484581 -0.237415 0.857405

내  

타당성

크론바하 

알
별타당성

1 2 3 4

1. 작권교육 0.91 0.82 0.92

2. 도덕 단 0.92 0.89 0.2 0.87

3. 윤리의식 0.78 0.74 0.09 0.12 0.81

4. 침해의도 0.85 0.78 0.04 0.38 0.27 0.81

<표 1> 개별 측정항목에 한 요인 재값과 
교차요인 재값 

더불어, 각 변수의 내  타당성  별타당성

을 평가하 다. 측정변수의 내  타당성은 성분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로 측정하 고, 신

뢰성 지수  0.7이상으로[16] 내  타당성을 확보하

다. 별 타당성은 평균 분산추출값(AVE) 

(>0.7)을 통해 측정하 고, Fornell et al.[18]이 제

시한 것과 같이 AVE 제곱근 값이 0.7이상이고 

다른 상 계 값보다 크게 나타나 각 측정 변수

의 별 타당성이 기 값에 부합된다. <표2>에서 

별타당성 각선의 값이 AVE 제곱근값을 나타

낸다. 한 각 변수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하 알 값은 모두 0.7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

다. 

<표 2> 신뢰성  별타당성 검증
 

4.2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해 각 변수 간의 

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작권 침해의도가 0.212로 작

권 교육, 도덕  단, 작물 침해에 한 윤리

의식에 한 설명력을 21% 갖는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도덕  단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만(path coefficient = 0.2, p < 0.01), 작권 윤리

의식에는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coefficient = 0.09). 온라인 작권 

침해에 한 도덕  단과 작권 윤리의식은 

각각 t값 4.14, 2.98로p<0.01수 에서 작권 침해

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권 교육이 침해의도에 미치는 향은 

t값 1.58(p=0.058)으로 p<0.01수 에서 작권 침

해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이 연구 결과에서 작권 

교육이 직 으로 사용자 의도  행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도덕  단을 통해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권 교

육이 작권 침해에 한 사용자의 인지  문제

해결을 한 정의에 향을 미치는 반면, 직

인 행동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

존연구와 일치한다[3]. 이러한 결과는 작권 교육

이 의도  행동에 한 단을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되지만, 작권에 한 윤리의식을 고취한다

는 에서는 교육제도  로그램 등의 문성,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단된다. 결과 으로, 작

권 교육이 윤리의식과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2와 3을 제외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3>은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와 t값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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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t값

H1 작권교육 도덕 단 0.2 2.445*

H2 작권교육 윤리의식 0.09 0.896

H3 작권교육 침해의도 0.14 1.581

H4 도덕  단 침해의도 0.38 4.141**

H5 윤리의식 침해의도 0.24 2.988**

<표 3> 가설검증
 

* p<0.05, ** p<0.01

5. 결론 및 시사점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격히 성장

하고 인터넷의 활용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활용이 생활의 편리성, 정보의 윤택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정보의 도용, 확  재생산, 

작물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동시에 양상하

고 있다. 특히 정보  자료에 언제 어디서나 쉽

게 근, 활용,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작물 침해에 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작

물 침해를 방지하고 작물을 보호하기 한 근

본 인 해결책으로 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작권 교육에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교육 로그램  지원이 부

족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상으로 한 근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작권 교육이 도덕  단, 작권 윤리의식  

침해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 분석결과, 작권 교

육은 작권 침해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  단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  

단에 의해 실질 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침해의도에 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작권 교육은 침

해의도에 향을 미치는 도덕  단에는 향을 

미치지만 윤리의식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기 의 작권 교

육에 의해 온라인상의 작물을 침해하는 행 가 

단순히 나쁘다거나 잘못된 행 라는 것은 도덕

인 단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죄책감

을 느끼거나 윤리 인 기 에 어 났다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victimless), 악의 없는(harmless) 행동으로 인식

한다는 문제 을 제시한 기존 문헌과 연 된다

[7][28]. 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  기 에서 시

행하고 있는 단순한 온라인 작물에 한 이해

와 홍보, 이론  교육으로는 온라인 작물 침해

에 한 죄책감이나 윤리 으로 잘못된 행동이라

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에 작권 침해 사례  문제  등에 한 경험

과 토론 등의 학습방법으로 스스로 문제 을 인

식하도록 하고, 실제 인 작물 창작, 이용 등 

실습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직 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근법과 구체 인 교육 

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강국으로서 빠르게 발 하

는 기술에 따른 편리성과 혜택을 강조, 부각하는 

것에 비해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과 정보의 건

성, 윤리와 온라인 사용에 한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음악, 화, 문서, 로그

램 등 작물들의 불법 인 유통과 재생산은 사

회, 경제 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 산하기

  여러 단체, 교육기 에서 온라인상의 작

물 보호에 한 정책  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무분별한 처벌과 

규제강화 등으로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래하

다. 정작 온라인 작물 보호를 한 근본 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 작권 교육 

 윤리교육은 체계가 없고 교육내용이 미흡하거

나 문 강사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을 지

니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작권교

육이 작물 침해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

로 확인하 고,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교육기 에서 구체 이고 실천

인 작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

는 연령 가 낮아지고 있는 시 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 으로 인터넷에서의  

윤리교육  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85%가 학교교육을 통한 작권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설문결과를 보면, 학교  교육기 에

서 시행하고 있는 작권 교육이 미비하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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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4]. 단순한 작권 내용

의 지식 달 뿐 아니라 활동 심의 학습을 통해 

작권에 한 올바른 교육과 심이 지속 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에티

켓을 이해하고, 인터넷에서의 작권에 한 윤리

인 의식을 기반으로 합법 이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일부 교육기 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련기 에서 의도 으로 실천, 용되어야 할 것이

다[9]. 특히, 만화, 체험학습 등 청소년  다양한 

계층의 높이에 맞는 작권 교육콘텐츠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문가의 

양성 한 요한 과제이다. 작권에 한 문

인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문가가 장에서 

교육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작권 교육의 요성을 인식

하고, 정책 으로 극 이고 활발한 작권 교육

이 시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작권 교육의 요성과 온라인상의 윤리의식 고취 

등을 강조하고 교육 련 종사자  지도자들에게 

구체 이고 지속 인 작권 교육 확 , 작물 

침해방지를 한 로그램의 다양성, 문 인력 

발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생을 

심으로 한 단편 인 연구를 통해 효과 인 교육 

도구, 교수 법 등 작권 교육에 한 구체 인 

내용  방법론을 측정,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구체 인 작권 교육내용

과 방법의 차이에 따른 작권 윤리의식과 단, 

행동의도 등의 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한, 온라인 작권 교육의 과 

후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 을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

해 조사하여 어떠한 교육 로그램과 방법론이 

합리 이고 효과 인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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