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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작권 교육 프로

그램은 영유아 교원의 지식실태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육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안)은 영유아교

육기관에서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한 후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프로그

램(안)은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프로그램은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 교육평가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pyright education program for the directors and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n this study, these progra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knowledge, copyright education requirements, and 
professional opinions. In this way, a copyright education programs were designed. Through the program, the directors and teachers were 
trained on the subject. Then, the overall evalu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n open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Through this 
evaluation, the program was modified. These programs were made up of education purposes, education objectives, education contents, 
education methods, operating methods, and education evaluation. Education content was intended to be educated through examples 
from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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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

한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사

회를 의미한다[1].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산업사회와

는 달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정보와 창의적

인 지식이 기술과 산업의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

식과 내용의 저작물이 발생되지만, 지식과 정보가 재산이 되는 

사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존

재한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이미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저작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면서 여러 가지 저

작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현

대사회는 저작물의 존중과 함께 저작권의 보호의 문제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유아교육현장의 문제를 살펴

보면, 최근 ‘티브로드 경기뉴스’ 김성원 기자의 “폰트 저작권 

논란에 어린이집 울상”, ‘경기일보’ 김민 기자의 “유·초·중·고
교 서체 무단 사용 공방” 등의 신문기사를 통해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영유아교육과 동떨어진 사회문제가 아니라 이미 영유

아교육기관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먼저 저작물의 정의를 살펴

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물의 구체적인 예로는 음악, 미술품, 무용과 같

은 예술품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글자체, 디자인 등 창작된 모

든 결과물은 저작물이다. 물론 디지털콘텐츠라고 하는 인터넷

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여러 

가지 정보, 문자, 음원, 이미지, 동영상 등도 저작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특정 권

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저작권이다[2].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왜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은 많은 양의 무분별한 

저작물 사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교육은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

교에서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 자료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한다. 예를 들어 음악활동을 위한 음원 사용, 화
보 제시를 위한 이미지 사용, 율동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위한 

동영상 사용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 사용이 빈번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

리는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손쉽

게 저작물을 얻을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

해 문제가 우리 주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
유아교육현장에서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 교

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방법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다양

하고 많은 저작물의 사용은 지속되므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분쟁 위험 또한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관련 지식 실태는 오은순, 이소현

의 연구에 의하면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을 직전교육으로 영유

아교원이 되기 전에 받은 경우는 8.9% 뿐이라는 연구결과가 있

었다[3]. 이를 통해서도 저작권 관련 직전교육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교원이 되고난 이후에 받는 

현직교사 교육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은 직전교육과 마

찬가지고 거의 없다는데 있다. 오은순, 이소현에 의하면 저작권 

관련 현직교사 교육을 받은 경우는 16.5%로 전체 응답자의 대

부분은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 따라서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지식 부족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은 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주요업무’에서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 교

육 개요는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현장은 물론 청소년 및 사회 각 부문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고 

하며, 여러 대상을 분류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대상을 ‘교원’으로

만 분류했을 뿐, ‘영유아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프

로그램은 따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한국

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을 통해서 확인해도 영유아교원을 위

한 저작권 교육 강좌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

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

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영유아교육과 영유아교원의 특

성을 분석하여 ‘영유아교원’만을 위해 특화된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연구대상이 초·중·

고등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4], [5], [6], [7], [8]. [9], [10], 
[11]. 그에 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12], 
[13], [14], 그 중 영유아교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관련

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교원은 저작권 관련 지식이 부족

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저작물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러므로 영유아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

이지만, 저작권 교육 경험과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하지만 오은순, 이소현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

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연수에 비해서도 

저작권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여, 실제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교원의 필요에 의해, 기존의 초·중·

고 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아닌 영유아교원만을 위한 차별

화된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관련 지식 실태조사 및 저작권 교육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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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영유아교육 전문가 협의를 통해 영유아교원에 적합한 저

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교육기관은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영유아교원은 저작물을 정당하고 올바

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

다.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지식실태 및 요구는 무엇

인가?
연구문제 2.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을 위한 전문가 의견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영유아교

육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 실태조사와 

저작권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관

련 문헌 분석을 토대로 저작권 지식 관련 실태조사와 저작권 교

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영유아교육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본 프로그램(안)은 영유아교육기관 교원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영유아교

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영유아교

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발과정

Fig. 1. Development process

2-1.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직하

고 교원으로, 원장과 112명과 교사 300명이다. 배부된 설문지

는 478부이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415부(회수율 86.8%)이었다. 
이 중 다중응답 또는 무응답이 포함된 3부의 질문지를 제외하

고, 총 412부(86.2%)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저작권 및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 연구

를 참고하고[4], [11]. [12], [13], [15]. [16], [17]. [18], 유아교육

과 교수 1명, 저작권법 전문변호사 2명, 영유아교육기관 원장 2
명에게 자문과 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과 

교수 1명과, 저작권 전문가 2명, 영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인 배경에 관한 9문항을 비롯해서 저작권에 대한 지식 10
문항, 저작권 교육 요구 18문항이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 지식 

측정을 위해서는 10문항, 총점 100점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구

성하였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

였다. 자료의 처리는 Excel 2007과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지식 실태와 저작권 교육 요구를 파

악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내용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participants

Field Survey content Number 

Basic background

- Workplace 
- Education 
- Position
- Education 
- Scholarship
- Current status of pre-teacher
   education related to copyright
- Current status of teacher education   
   related to copyright
- Training time
- Children's knowledge of their own
  copyright knowledge

Total 9

Copyright
Knowled
ge

Copyright 
general

- Copyright protection period
- Copyright infringement upon
   copyright infringement
- Commercial purpo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 Copyright Identification and
   Copyright Violation
- News articl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Use of 
works

- Permission to use sound source
- Use of letter and legal liability 1 
- Use of words and legal disclaimer 2
- Violation of sound sourc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1 
- Use of sound sourc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2

Tot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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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저작권 교육이 법 교육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

여 영유아교원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전문

가 자문과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유아교육과 교

수 1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2명, 영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 영
유아교육기관 교사 2명이었다.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영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과 교사 2명과 함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1차 협의회가 있었으며, 2016년 10
월 1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 2명과 영유

아교육기관 원장 1명이 참석한 2차 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유아교육과 교수 1명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1차 협의회’와 ‘2차 협의회’의 내용은 결과

를 정리한 후, 영유아교육기관 원장 1인과 저작권 전문 변호사 

1인에게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쳐 타당도를 인정받아 연구 자료

로 사용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안)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저작권 및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고, 저작권 지식에 관한 실태조사와 저작권 교

육에 관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협의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안)은 교육목

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 교육평가 6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안)

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A, B, C, D 어린이집에서 근

무하는 현직교사 20명과 원장 4명을 대상으로 2차 거쳐 교육이 

실시되었고, 교육 후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담 자료를 통해 수

정 및 보완해야할 사항을 추출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영
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결과

저작권 지식 관련 실태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에 있어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원

장과 교사들은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

었다.
둘째,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의 실제 지식 정도는 

기관, 학력, 경력, 직위 등의 기초변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을 

포함한 저작권과 관련 교육에서만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기관 원장과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지

식의 부족은 교육을 받으면 해결된다는 것과 함께 영유아교육

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저작권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연구결

과를 감안하면[3],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원장과 교사의 지식

수준은 기관, 경력, 연령, 학력, 직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집단이

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요구조사를 통해 원장

과 교사의 저작권 교육 요구는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공통점과 함께 그 역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요구조사 

결과는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될 필

요성이 있었다.
특히 저작권 교육의 주제와 내용에서는 통계학적으로도 원

장과 교사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반영한 저

작권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오은순, 이소현의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요

구조사’에서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1
회만으로는 저작권 교육이 불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19],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의 저작권 관련 교육의 

주기 및 횟수에 대해서는 이들의 요구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pyright
Education 
Demand 

Host - Education host
- Education teacher

Method

- Instructional type
- Educational location
- Training schedule
- Training time
- Training count and period

Topic

- Understanding the Business Related
  Copyright of Infant Song 
- Violation of Children's Educational
   Facilities in Korea 
-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pyright
- The latest trend in copyright

Contents

- Penal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 Response to the receipt of a
  copyright warning site
- Not-for-profit objectiv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 Font and copyright infringement
- Copyright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 Image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Evaluation

- Written test
- Homework 
- Announcement
- Matter of attendance

Total 18

Total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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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결과

유아교육 전문가와 저작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협

의회와 자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은 영유아교육현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

다.
둘째. 강의 내용은 사례 위주로 하고 문답식 방법을 사용해

야 효과적이다.
셋째, 침해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교육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주기적인 추가 교육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결과와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안)’개발을 구성하였다.

3-3. 프로그램 구성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안)을 기반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영유아교육기관 원장 4명과 교

사 20명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안)의 시행 및 평가 과정이 이

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영유아교원을 위

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 교육평가로 구

성하였다.  

1) 교육목적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본인은 물론 영

유아교육기관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

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저작물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목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하위목

표는 표 2와 같다.

교육목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안다, 창작자

의 권리인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저작물 사용자로

서의 정당한 권리를 이해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작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을 알고, 사용능력을 기른다, 침해시 처벌을 

이해하고 문제 발생시 대응능력을 기른다’로 총 5개의 목표 아

래에 15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지식 외에도 태도와 가치 등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3) 교육내용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과정’과 

‘관리자과정’ 2개로 분리하였다. 공통과정은 교사, 원감, 원장 

등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모두를 위한 과정이며, 관리자과정은 원장, 원감, 주임

교사 등 영유아교육기관 관리자를 위한 것으로 침해 문제 대응

과 심화된 사례 등을 포함하였다.

(1)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 공통과정 교

육내용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과정의 교

육내용은 표 3과 같다. 

Objectives Sub-objectives

Know the basic 
knowledge of
copyright regimes.

- Know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scheme.
-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copyright 
schemes.

표 2. 교육목표

Table. 2. Educational objectives

It has a bearing on 
the copyright rights 
of the creator

- This article harms the concept and typ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copyright law.
- Understand the requirements and timing of 
copyright generated by the creator.
- Understand what copyright holders have.
- Understand the copyright and copyright rights of 
the neighboring area.
- Resp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Understand
legitimate rights as a 
literary user

- Understand the scope of use of copyrighted 
works that has expired.
- Understand that it is freely available in the fair 
range without permission of copyright, and 
develop judgment on its specific scope.

Detailed use cases 
learn how to use the 
best practices and 
develop skills

- Exhibit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copyright infringement and other activities 
through cases.
- Identify and practice the knowledge of the 
proper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he case of 
a case.
- Identify and practice the best practices for the 
work commonly used at the sites of children's 
education sites.

The institution 
understands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and raises 
the ability to respond 
to problems in the 
event of a problem

- Identify cases wher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occur through violation cases.
- Understand what penalties are subject to piracy.
- Exhibit agility by knowing how to respond to the 
occurrence of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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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정 교육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기

초 지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 저작

물의 이용,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바람직한 저작물 사용방법,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등 7개의 주제를 통해 22개의 관

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2)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 관리자과정 

교육내용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자과정의 

교육내용은 표 4와 같다.

관리자과정의 교육내용에는 오리엔테이션, 저작권 침해 사

례 및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 필요성 및 예방대책,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등 4개의 주제에 9개의 관련 내용을 포

함하였다.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자

과정은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4) 교육방법 및 운영방법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실행 및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지만, 교육방법과 운영방법은 교원연수의 배정 시간 

및 장소 등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공통과정의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영유아교육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

한 토의를 통해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한 후, 교육주제와 내용에 따라 토의, 사례 발표, 질의응답, 저널

쓰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시간 운영은 공

통과정은 3차시, 관리자과정은 1차시로 분류하였다. 1개의 차

시는 5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시 후에는 ‘질문 및 휴식시간’
으로 10분을 계획하였다.

(1)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 공통과정 교

육방법 및 운영방법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과정의 교

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운영방법은 표 5와 같다.

Subject Contents

Orientation

- Orientation : Introduction to education 
schedules
- Discussion of consensus formation :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basic knowledge 
of copyright system

- Purpose of the Copyright System 
- History of copyright system

Copyright subject to 
copyright law

- Concept of work
- Types of works

Copyright protection

- Occurrence of copyright
- Type of copyright
- Neighboring copyright
- Method protection method of copyright

Use of  works
- Time limit of copyright
- limitations of copyright rights
- Fair use of a piece of work

 Use of useful work 
in case studies

- Use of sound sources and copyright
- Use of  Image and copyright
- Use of  font and copyright
- Use of Internet and copyright
- Information on how to use images, videos, and 
sound sources
- Copyright related to using mobile phone app
- Precautions for produc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Apply in the infant 
education field

- Query of justifiable use methods
- Other questions

표 3. 공통과정 교육내용

Table. 3. Common Course Training Contents 

Subject Contents

Orientation

- Orientation : Schedule guidance
- Discussion for rapport formation
: Based on the difficulty of managing copyright 
management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nd response methods

-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 Penaltie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 Responsive measures when receiving an
  intrusion warning site

Copyright
infringement
 prevention and
 preventive measures

- Understanding abut user responsibilities and dual 
liability
- Specific precautions

Apply in the infant
education field

- Suspected case of infringement of encroachment
- Other questions

표 4. 관리자과정 교육내용

Table. 4. Supervisor Course Training Contents 

Sequ
ence Subject Contents Training -

 methods  Time

1

Orientation

- Orientation for
 training schedules
- Discussion for
 rapport formation

- Lecture
- Introduce
 yourself. 
- Discussion

10 
minutes

The basic
knowledge 
of
copyright
system

- Purpose of the
 Copyright System
- History of copyright 
schemes

- Lecture 5 
minutes

Copyright
subject to
copyright
law

- Concept of work
- Types of works

- Lecture
- Case
 presentation
- Question
 and answer

15
minutes

Copyright
protection

- Occurrence of
 copyright
- Type of copyright
- Copyright rights
- Method protection 
method of copyright

- Lecture
- Case
 presentation
- Question
 and answer

20
minutes

표 5. 공통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운영방법

Table. 5. Training methods and operation methods of 
Common Course Train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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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정의 운영은 총 3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는 ‘오리

엔테이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로 구성하였으며, 2차시는 ‘저작물의 

이용,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바람직한 저작물 사용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3차시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바람직한 

저작물 사용방법,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평가’로 나누

어 1차시 마다 50분 교육과 10분의 질문 및 휴식시간으로 구성

하였다.

2)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 관리자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방법

관리자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운영방법은 표 

6과 같다.

관라자과정은 1차시로 5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 저작권 침

해 사례 및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 필요성 및 예방대책, 영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5) 교육평가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후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

게 된 것’과 ‘궁금한 것’을 묻는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짧은 

저널쓰기를 통해 교육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지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는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저작

권 지식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

사는 저작권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교육,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12], [13].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

료로 사용된 ‘영유아교육기관의 저작권 교육 요구조사의 연구 

결과’는 교육방법, 운영방법 뿐 아니라 교육의 주제와 내용에

서 영유아교육기관 원장과 교사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

의미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특히 교육의 주제와 내

용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의 관리자인 원장과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 사이에서 저작권 교육에 대

Question and rest time 10분

2

Use of
works

- Time limit of
 copyright
- limitations of
copyright rights
- Work on the works
of a piece of work

- Lecture
- Case
 presentation
- Question
 and answer

30
minutes

 Use of
 useful
 work in
 case
 studies

- Use of sound  
sources and copyright
- Use of  Image and
 copyright
- Use of  font  and 
copyright

- Discussion
- Case
 presentation
- Question
 and answer

20
minutes

Question and rest time 10분

3

Best
practices
for use by
examples

- Use of Internet and 
copyright
- Information on how 
to use images, videos, 
and sound sources
- Copyright related to 
using mobile phone 
app
- Precautions for 
produc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 Discussion
- Case
 presentation
- Question
 and answer

20
minutes

Apply in
the Infant
Education
Field

- Query of fair
 use methods 
- Other questions

- Discussion
- Question
 and answer

20
minutes

Evaluation - Something new
- More questions

- Writing
 journal

10 
minutes

Sequ
ence Subject Contents Training -

 methods Time

1

Orientation
- orientation
- Discussion for
 rapport formation

- Lecture
- Discussion

5
minutes

C op yr i gh t 
infringement 
cases and 
r e s p o n s e 
methods

-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 Penaltie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 Responsive measures 
when receiving an 
intrusion warning site

- Discussion
- Case
presentation
- Lecture

20
minutes

C op yr i gh t 
infringement 
prevention 
and
preventive
measures

- Understanding abut 
user responsibilities 
and dual liability
- Specific precautions

- Discussion
- Case
presentation
- Lecture

15
minutes

Apply in the 
infant
e d u c a t i o n 
field

- Suspected case of
 infringement of 
 encroachment
- Other questions

- Discussion
- Question
 and answer

10
minutes

표 6. 관리자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운영방법

Table. 6. Training methods and operation methods of 
Supervisor Course Train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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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10], [11], [14], [20], [21], [22]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교육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담당하

고 있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원장과 

교사에게 동일하게 구성하게 되면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통과정과 관리자과정을 분리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 시간의 경우 평일 오후에 대한 교사와 원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송화진과 장은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와 원장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

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23], [24]. 
요구조사 후 학습자의 요구만으로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

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였다.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결

과는 교육내용에 영유아교육현장의 충분한 반영의 필요성, 저
작권 침해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지장 초래 금지,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영유아교

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요구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하지만 오은순, 이소현의 저작권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1
회 교육만으로는 저작권 교육이 충분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9]. 따라서 저작권 교육은 1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및 목표는 ‘사고능력을 기른다’, ‘알고 실천한다’, ‘능력을 기른

다’, ‘태도를 갖는다’ 등으로 학습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

술하였다. 이 같은 목표 진술은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목표와도 일치하며[25], [26], 
우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23], [24],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는 저작권 지식과 저작권 침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37]. 본 연구는 저작권 지식 

뿐 아니라 태도와 기능적인 면의 목표도 충분히 고려한 연구였

다.  따라서 저작권 지식이 많은 경우에서 오히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고려

하여 지식 뿐 아니라 태도와 실천에 중점을 둔 연구였다고 생각

할 수 있다[37].
둘째, 저작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제도와 관련된 기

초 이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관련 내용 뿐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 같은 교육

내용 구성은 선행연구[10], [38]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교

육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저작권 교육의 내용은 영유아교육 현

장 교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이는 직무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선행연구[33], [39]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작권 교육의 교육내용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

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저작권 제도에 관한 사고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

로 제한된 경우이므로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영은 학습자가 중학생인 경우였

으므로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시도하였고[9], 이
정미는 학습자가 초등학생인 경우였으므로 역할놀이를 통한 

저작권 교육을 시도하였다[40]. 이는 같은 저작권 교육이라 할

지라도 학습자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저작권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같은 의도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저작권 교육

에 대해서 교육보다는 콘텐츠 제작 경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

여 이 같은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15]. 하지만 ‘콘
텐츠 제작 경험의 의미’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었을 때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에서 생각해볼 때, 영유아교원과 직

접 관련된 사례를 통한 교육은 자신의 필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육방법으로 강의, 토의, 사례 발표, 질의응답, 저널쓰

기 등을 선정하였다. 이는 성인 학습자인 원장 및 교사들의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방법이었는데, 
성인교육 및 교사교육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선행연구[35], [39], [41], [42], [4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운영방법에서는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에서 

교육 강사는 영유아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저작권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 강사를 선정하였다. 이는 저

작권 교육 요구조사에서 교육 강사로 저작권과 함께 영유아교

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적합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9]. 하지만 다른 교사교육 프로그램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조운주의 ‘유아교육 실습지도교사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송화진의 ‘현직교사를 위한 유아동작교육 프로그램 모

형 개발’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를 적합한 강사라고 한 연구 결

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23], [35]. 이는 본 연구가 영유아교원

을 위한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지만, 그 내용이 저

작권 제도라는 법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법학과 영유아교육 

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강사가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시간의 경우 공통과정 3시간과 관리자과정 1시간을 포

함해서 총 4시간으로 구성하였고,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융

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교

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 시간 등을 탄력성 있게 운

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35]. 따라서 영유아교원

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도 반영하였다.
다섯째,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에서 평가

는 ‘새로 알게 된 것’과 ‘궁금한 것’에 관한 짧은 저널쓰기로 이

를 통해 교육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31], [44], [45], [4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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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이 필기시험, 출결 등의 결과 중심적인 평가 방법을 벗

어나 교사들의 가치, 태도, 활동 과정 자체를 평가하기 위한 방

법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에도 

반영하였다.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

약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본인 스스로 저작권

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실제 지식 측정에

서도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영유아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저

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 재산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47].
둘째, 영유아교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요구조사 결과

는 교육 주제와 내용에 따라 원장과 교사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

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육기관의 관리 책임자인 원장과 교육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 결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

램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결과는 영유아교원의 저작권 

교육 요구조사 결과와 다른 ‘저작권 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교

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개발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원장의 경우 해당 역할 및 

직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

로그램의 내용은 원장 이하 모든 교사를 위한 공통과정과 원장, 
원감 등을 위한 관리자과정을 분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은 공

통과정 3시간과 관리자과정 1시간으로 교육 주제 및 내용에 따

라 다르게 구성하였다. 공통과정의 주제는 오리엔테이션, 저작

권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저작

권의 보호, 저작물의 이용,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바람직한 저

작물 사용방법,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등 7개이며, 이
에 따른 22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리자과정은 오

리엔테이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법,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등 4개의 주제에 9
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분류로 볼 수 있으며, 원장 등 관리자의 경우 저작

권 침해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저작권 교육을 포함

한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통과정과 

관리자과정 교육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
히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 두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전

과 후에 대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사전과 사후의 비교 연구 후에는 교육 이후의 영유아교

육기관에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저작권에 대한 지식 교육 

뿐 아니라 태도 및 실천에서의 변화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부분이 저작권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영유아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었으므로 앞으로는 저

작권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저작권 교

육 계획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저작권 지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장과 교사만을 분리하여 저작권 교육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하지만 영유아교육기관은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류되며, 유치원은 다시 사립과 공립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은 

다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

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을 고려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위별, 경력별, 학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 효과적

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을 기반으로 연구되었을 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교원을 위한 저작

권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여섯째, 저작권법은 현대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법

으로 실제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로 개

발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에 맞

추어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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