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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접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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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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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rime against children i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Children should be protected

in social. However, they have become major targets of the crime, as sexual abuse, abduction, abus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so on.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educate crime

prevention for children all above. Entertainment is one of the edutainment's elements. It attracts voluntary

participation, immersion, and continuous learning from childre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are far less fully studied than that of school subject as Mathematics, English,

and so on. There is no serious study o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as well as base study and approach way. Now more than ever, safety needs are strongly demanded in

society. Accordingly, study o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have been

demanded more than ever. In this paper we shall see basic approach principles and planning process

of web-based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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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되

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유괴, 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개인정보노출 등 다양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무엇보다 범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콘텐츠

인 에듀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적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어린이들이 범죄 예방 

학습에 자발적인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며, 지속적 학

습을 통해 그 학습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에듀테인먼트의 기반 연구 및 수학, 영어 등과 같

은 교과목에 관련된 논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반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연구는 

그 기반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

이라는 니즈(needs)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

고 있는 요즘 시대에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에 관한 기반 연구가 필요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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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dutainment’s Core Goal and Method

Edutainment’s

Core Goal

Edutainment’s

Core Method

Education Entertainment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의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기본적

인 접근 원칙, 기획 프로세스, 기획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본격적인 개

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론에서는 현황 사례연구를 통해 장점,

단점,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인먼트

에 대한 기본 접근원칙, 기본 기획 프로세스, 기획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요약, 한

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어린이를 위한 에듀테인먼트로 

한정하며, 사례분석 대상은 국내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한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범죄와 범죄 예방

범죄란 개인의 단순한 일탈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을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로 법의 처

벌이 필요할 정도의 인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브랜팅햄(P.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L. Faust)

는 범죄 예방에 질병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 예방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교육은 1차 범죄예방에 속한다. 1차 범죄예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환경디자인·이웃감시·보안요원·범

죄예방교육 등이 있다. 2차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

나 집단을 대상으로 범죄 차단을 목표로 하며,

CCTV·알람시스템·이중 창문 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있다. 3차 범죄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

를 목표로 하며, 체포·기소·구금·처벌 등이 있다[1].

범죄 예방은 이해관계자, 주변 환경 및 구성요소 등

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법, 범죄, 심리,

교육, 문화콘텐츠, 디자인, 건축,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2 어린이

어린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며, 다른 말로

는 아이를 줄여서 아동(兒童)이라고도 한다. 보통 만 

4세～6세부터 12세까지, 혹은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

은 사람을 어린이라고 한다[2]. 또한 우리나라 형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3].

어린이의 나이대별 특징으로는 ①18～24개월: 감

각운동기단계, ②24개월～4세: 예비개념단계, ③4～

8세: 직관단계, ④7·8살～11·12세: 구체적 기능단계,

⑤ 11·12살～15·16세: 형식기능단계로 나눌 수 있다[4].

2.3 에듀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란 education(에듀케

이션: 교육)의 edu와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오락·재미·쾌)의 tainment 합성어로서 “즐기며 재미

있게 배우는 교육 콘텐츠"를 의미한다. 에듀테인먼

트는 교육과 놀이라는 서로 상반된 특징을 교육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산물이다[5]. 에듀테

인먼트는 교육자 측면에서는 교육 콘텐츠, 학습자 측

면에서는 학습 콘텐츠로 다르게 불릴 수 있다. 표 1과 

같이 에듀테인먼트에서 ‘교육’은 핵심목표를 의미하

며, ‘엔터테인먼트’는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

심수단을 의미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개발 시, 엔터테인먼트라는 수단적 요소에만 집중하

고 범죄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간과하기 쉬운데,

핵심목표와 핵심수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과 같이 과거에는 출판물과 교구재, 그리고 

CD 타이틀 형태의 오프라인 에듀테인먼트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온라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더욱 확장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 무선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바쁜 현

대인들을 위한 모바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활발

하게 개발 보급되고 있다[6].

그림 2와 같이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

트 소프트웨어의 결합 현상도 강해져서 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에듀테인먼트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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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dutainment market’s growth.

2.4 에듀테인먼트 관련 학습 이론

에듀테인먼트 학습의 이론적 배경으로 몰입이론,

학습동기 이론, 구성주의이론을 들 수 있다[7].

1) 몰입 이론(Flow Theory):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최적의 경험을 느끼는 상태[8]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몰입 활동은 그 자

체가 재미있는 일이자 그 활동을 유지하고 증진시키

게 된다. 몰입 경험은 학습자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

고 있을 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목표에 도달하였

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몰임 경험은 

고도의 주의집중에서 일어나며 과제와 무관한 생각

은 의식에서 차단된다[9].

2) 학습동기 이론(ARCS): 학습동기를 유발시키

고 유지하기 위한 주의력 신장 전략(Attention), 관련

성의 유지 전략(Relevance), 자신감의 형성 전략

(Confidence), 만족감의 부여 전략(Satisfaction)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7]. 주의집중은 학습자가 스스

로 학습 자극에 흥미를 갖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고. 관련성은 학습자 스스로 그 내용을 학습해야할 

필요성을 지각하는 뜻한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며, 만족감은 학습자가 수행한 것이 자신의 

기대에 충족하여 궁극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다[10].

3) 구성주의 이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

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

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학습이론이다[11]. 구성주의 학

습에서는 지식이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학습 

또한 구성의 과정이며, 학습은 도구나 신호에 의해 

매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2.5 에듀테인먼트의 교육적 효과

에듀테인먼트는 인터랙티브한 교육법으로 학습

자와 개개인의 학습리듬을 고려할 수 있으며 참여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사회성 획득에 도움을 주고. 창의적 사고

에 도움을 주며, 집중력을 높여준다[13].

3.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인먼

트 기획 접근 방향

3.1 현황 사례연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해보면 웹 기반의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듀테인먼트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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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Junior NAVER’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against kidnap : Slogan with characters.

Fig. 4. Junior NAVER’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against kidnap : Interactive animation.

텐츠 사례가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인 네이버의 ‘쥬니어네이버’와 경찰청의 ‘어

린이 경찰청’ 웹사이트의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였다.

1) 쥬니어네이버 - 아동 유괴 예방[14]

① 교육목표 및 교육대상 : 아동 유괴 예방 교육 /

아동, 부모, 교사

② 주요 포함 내용

∙어린이를 위한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범죄 발생 

전 주의 사항, 범죄 발생 중 대응 방안

∙부모 및 교사를 위한 범죄 발생 전 주의 사항,

범죄 발생 중 대응 방안, 범죄 유형별 특징

③ 웹 탑재 콘텐츠 형식 :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3단계 구호, 지침글

④ 엔터테인먼트 요소 : 캐릭터, 인터랙티브 애니메

이션

∙그림 3은 쥬니어네이버 아동 유괴 예방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캐릭터를 이용한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이미지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3

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3단계 구호를 표현하

고 있다.

∙그림 4는 쥬니어네이버 아동 유괴 예방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캐릭터를 이용하

여 흥미를 유도하고,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요

소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⑤ 장점

∙해당 범죄의 발생 전 그리고 발생 중에 어린이

가 해야 할 행동 지침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발생 중 행동지침을 암기하기 쉽도록 3단

계 구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라는 엔터테

인먼트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여

와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부모 및 교사를 위한 관련 콘텐

츠도 제공하고 있다.

⑥ 단점 및 보완점 제안

∙범죄가 발생한 후에 해야 할 행동 지침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웹에서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

어,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콘텐츠의 주요 어린이 학습자를 4～8세(직

관단계), 7·8살～11·12세(구체적 기능단계), 11·

12살～15·16세(형식기능단계)로 나누어 각 학

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발성 콘텐츠가 아닌 유괴 예방이라는 핵심목

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스토리의 콘텐

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쥬니어네이버 - 아동 성폭력 예방[15]

① 교육목표 및 교육대상 :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 아동, 부모, 교사

② 주요 포함 내용

∙어린이를 위한 범죄 발생 전 주의 사항, 범죄 

발생 중 대응 방안, 범죄 발생 후 대응 방안

∙부모 및 교사를 위한 범죄의 특징, 부모 및 교사

를 위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범죄 발생 

후 대응 방안

③ 웹 탑재 콘텐츠 형식 :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지침글

④ 엔터테인먼트 요소 : 캐릭터, 인터랙티브 애니메

이션, 퀴즈

∙그림 5는 쥬니어네이버 아동 성폭력 예방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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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Junior NAVER’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teractive 

animation with quiz.

Fig. 6. Junior NAVER’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against sexual violence: Animation.

Fig. 7. Junior NAVER’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for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Certificate with illustration.

Fig. 8. Junior NAVER’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for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Quiz with illustration.

테인먼트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인

터랙티비티 애니메이션 요소를 이용하여 학습

자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퀴즈게임을 이용하

여 몰입을 유도하였다.

∙그림 6은 쥬니어네이버 아동 성폭력 예방 에듀

테인먼트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캐릭터를 이용

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인터랙티비티 애니메이

션 요소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였

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몰입을 유도하였다.

⑤ 장점

∙해당 범죄의 발생 전, 발생 중, 발생 후로 나누어 

각 상황별로 어린이가 해야 할 행동 지침 내용

을 담고 있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퀴즈 및 캐릭터라는 엔

터테인먼트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부모 및 교사를 위한 관련 콘텐

츠도 제공하고 있다.

⑥ 단점 및 보완점 제안

∙모바일 웹에서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

어,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콘텐츠의 주요 어린이 학습자를 4～8세(직

관단계), 7·8살～11·12세(구체적 기능단계), 11·

12살～15·16세(형식기능단계)로 나누어 각 학

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발성 콘텐츠가 아닌 아동 성폭력 예방이라는 

핵심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스토리

의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쥬니어네이버 -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교실[16]

① 교육목표 및 교육대상 :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 어린이

② 주요 포함 내용

∙어린이를 위한 범죄 발생 전 주의 사항, 범죄 

발생 후 대응 방안

③ 웹 탑재 콘텐츠 형식 : 그림동화, 일러스트레이

션, 퀴즈 형식의 수료증, 지침글

④ 엔터테인먼트 요소 : 그림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인터랙티브 퀴즈, 수료증발급

∙그림 7은 쥬니어네이버 어린이 개인정보를 위

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어린이

들에게 친근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여 흥

미를 유도하였다.

∙그림 8은 쥬니어네이버 어린이 개인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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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Kid police’s edutainment contents : Crime prevention for children’s disappearance with flash animations.

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일러스

트레이션을 이용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인터랙

티브 퀴즈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

였으며, 수료증 발급을 통해 참여 동기를 부여

하였다.

⑤ 장점

∙일러스트레이션, 인터랙티브 퀴즈, 그림동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어린

이들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수료증 발급받기 퀴즈를 제공하고, 성공 시 수

료증을 발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여 동기와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⑥ 단점 및 보완점 제안

∙범죄 발생 후 대응 방안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물론 부모 및 교사를 위한 관련 콘텐

츠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웹에서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

어,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콘텐츠의 주요 어린이 학습자를 4～8세(직

관단계), 7·8살～11·12세(구체적 기능단계), 11·

12살～15·16세(형식기능단계)로 나누어 각 학

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발성 콘텐츠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어린이 경찰청 - 실종아동 예방 플래시[17]

① 교육목표 및 교육대상 : 아동 실종 예방 / 아동,

부모, 교사

② 주요 포함 내용

∙어린이를 위한 범죄 발생 전 주의 사항, 범죄 

발생 중 대응 방안, 범죄 발생 후 대응 방안

∙부모 및 교사를 위한 범죄의 특징, 부모 및 교사

를 위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범죄 발생 

후 대응 방안

③ 웹 탑재 콘텐츠 형식 :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퀴즈, 캐릭터

④ 엔터테인먼트 요소 :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퀴

즈, 캐릭터

∙그림 9는 어린이 경찰청의 실종아동 예방 에듀

테인먼트 콘텐츠의 장면들로 어린이를 위한 4

개의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보호자를 위한 1개

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도

하고, 인터랙티비티 애니메이션 요소를 이용하

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줄거

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몰입을 유도하였다.

⑤ 장점

∙혼자 집에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수상한 

사람이 다가올 때, 쇼핑 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로 나누어 각 상황별로 대처방안을 애니메이

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범죄의 발생 전 그리고 발생 중에 어린이

가 해야 할 행동 지침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부모 및 교사를 위한 관련 콘텐

츠도 제공하고 있다.

⑥ 단점 및 보완점

∙엔터테인먼트 요소인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으

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조로운 톤의 내

레이터 설명으로 인해 어린이의 참여와 몰입도

를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웹에서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

어,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콘텐츠의 주요 어린이 학습자를 4～8세(직

관단계), 7·8살～11·12세(구체적 기능단계), 11·

12살～15·16세(형식기능단계)로 나누어 각 학

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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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planning process for the edutainment contents for crime against children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crime

prevention

understanding

of the crime

understanding

of students

deciding of

learning

contents

strategy for

entertainment

defining details

for edutainment

contents

development

∙단발성 콘텐츠가 아닌 실종 아동 예방이라는 핵

심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

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3.2 기본 접근 원칙

이론적 배경연구, 선행연구,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

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획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1)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은 범죄 발생 전, 중, 후로 

나누어 학습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엔터테

인먼트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잠재적 피해자 및 실제 피해 어린이를 위한 내

용은 물론, 부모, 교사와 같은 보호자를 위한 내용도 

제공되어야 한다.

4) 어린이를 4～8세(직관단계), 7·8살～11·12세

(구체적 기능단계), 11·12살～15·16세(형식기능단

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표현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한 다양한 스토리의 콘텐츠가 제공되

어야 한다.

6)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3 기본 기획 프로세스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을 위한 웹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기본 기획 

프로세스는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통합적 범죄 예방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crime prevention

환경디자인, 감시시스템, 보안요원, 예방교육, 안

전시설, 체포, 기소, 구금, 처벌과 같은 통합적인 범죄 

예방 방법과 에듀테인먼트라는 예방교육과의 유기

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통찰력(insight)을 갖는다. 범

죄 예방에는 크게 범죄 발생원인 제거, 범죄차단, 재

범방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해당 범죄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the

crime

해당 범죄의 핵심 개념(concept), 특징(features),

발생원인(causes), 발생환경(environment), 발생 사

례(cases),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skateholder)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이해한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위해, 발생 사례를 분석

하여 핵심 스토리라인을 다양하게 도출하고 이를 범

죄 예방 에듀테인먼트 시리즈물로 제작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3) 학습자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students

해당 범죄 예방 에듀테인먼트의 주요 학습자인 해

당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실제 피해자인 어린이

는 성인과 비교하여 정보의 이해력 및 표현력이 매우 

다르다. 또한 어린이는 4～8세(직관단계), 7·8살～

11·12세(구체적 기능단계), 11·12살～15·16세(형식

기능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4) 학습 내용 결정, deciding of learning contents

학습 내용은 크게 어린이용, 보호자용으로 구분하

여 작성하고, 어린이용은 다시 직관단계, 구체적 기

능단계, 형식기능단계의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작

성한다.

학습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 따라 범죄의 

발생 전, 중, 후로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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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핵심 내용은 반복적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엔터테인먼트 전략, strategy for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전략은 해당 학습자의 특징에 따라 

색, 형태, 크기, 레이아웃, 질감 등과 같은 시각적 요

소와 내레이션, 다이얼로그, 음향효과, 배경음악 등

과 같은 청각적 요소, 그리고 퍼즐 맞추기, 퀴즈풀기,

슈팅게임하기 등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 요소

를 각 단계별 어린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전략 설정 시 주의할 점은 엔터테인먼트란 범

죄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

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6)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규

정, defining details for edutainment contents devel-

opment

실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앞서 

설정한 해당 범죄, 학습자, 학습내용, 엔터테인먼트 

전략에 맞게 콘셉트, 형식,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인

터랙티비티, 탑재 미디어 또는 디바이스, 웹 접근성,

핵심 제작기술 등을 규정한다. 주의할 점은 범죄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언제 어

디서 무엇을 하든 범죄 예방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범

죄 예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3.4 기획 시 고려사항

첫째, ‘교육’이 목표이며 ‘엔터테인먼트’는 수단이

라는 기본 접근원칙의 준수다. ‘엔터테인먼트’가 목

표가 되고 ‘교육’이 부차적인 기능이 된다면, 본래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상황에서 범죄 예방이라

는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된다. 둘째,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이다.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성장단계별

로 그 특징이 뚜렷이 구분된다. 직관단계, 구체적 기

능단계, 형식기능단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

째, 다양한 스토리의 콘텐츠 제공이다. 실제 상황에

서 교육받은 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웹 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

다. 넷째, 실제 사례 기반의 스토리 활용이다. 추상적

이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실제 사례 기반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범죄 발생 상황을 맞이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모바일 웹 접근성 개선이다. PC를 통한 웹 

콘텐츠 사용은 물론 모바일을 통한 웹 콘텐츠 사용자

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범죄란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에서 모바일을 통해 범죄 예방 웹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하여야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인

먼트 콘텐츠는 전체 범죄 예방 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범죄와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 학습자인 어린이는 직

관단계, 구체적 기능단계, 형식기능단계로 구분하여 

각 특징에 맞게 접근되어야 하며, 보호자용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 발생 전, 중, 후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

각·청각·인터랙티비티를 이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요

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전략 

설정 시, 주의할 사항은 엔터테인먼트는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핵심수단이지 목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

생할 수 있음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웹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

츠로 한정되어 있어, 도출된 연구내용을 책·공연물·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인먼트 콘텐

츠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

로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련 다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이라는 니즈

에 부합할 수 있는 심화된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진

행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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