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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러닝을 실시하는데 있어 래시와 같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았다. 보

다 구체 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어떠한 속성들이 개인정보보안 련 이러닝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래시 애니메이션의 속성인 캐릭터와 스토리가 학습자들의 이러닝 학습 효과를 높

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has been developed, it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internet users to consider 

many security issues (e.g., privacy protection). In this paper we claims that animation contents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teaching such 

computer securities, and investigate what features of animation contents will be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with performance of the 

teaching process. Once we have obtained the survey results from students, two main features (i.e., characters and plots) of the animation 

contents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e-lear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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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 에 도래하게 되었다. 활발

한 정보의 생산  활용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향을 미치

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의 진 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서 무차별 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사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은 개인 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범죄와 같은 부정 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

보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일 수 있는 개

인의 정보보안 인식에 한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 ·고등학생

에게는 개인 정보보안 인식에 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안에 

한 교육의 인식  수행수 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

안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

제 보안 교육내용이 어렵고 문 인력이 부족하여 정확

한 보안인식에 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정의, 2007). 

이러한 정보보안 련 교육의 문제 을 인지하여, 

최근 새로운 개인정보보안 학습방안으로 이러닝

(e-learning)이 활용되기 시작하 다. 이러닝은 정보통

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발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학습자 개개인을 한 맞춤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인재 양성을 한 기존 공 자 심의 교육을 탈

피한 수요자 심의 교육 체제로의 변화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이러닝의 장 을 활용하여, 최근 이러닝이 

실시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안에 한 

래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안교육을 내용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닝을 

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교육 

내용을 체계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지속 으로 교

육내용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닝 콘텐츠의 한 부분인 애니메이션에 한 연구

들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

들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

를 규명하는데 을 두고 있을 뿐, 이 콘텐츠의 내용  

속성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들이 이러닝 학습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첫째, 이러닝의 콘텐츠인 

개인정보보안을 주제로 하는 래시 애니메이션의 속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다양

한 속성들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마지

막으로 개인정보보안에 한 교육을 해 래시 애니

메이션을 활용한 이러닝 콘텐츠의 발 방향에 해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2.1 이러닝(e-learning)과 래시 애니메이션 

이러닝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한 유형으로, 자

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학습을 일컫는

다.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는 정보와 자원의 제공보다 

리와 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능동 으로 교육에 참

여하여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역

량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이러닝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간 , 공간  제약없이 인터넷 속이 가능한 어디서

나, 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정윤주, 

2006). 한 이러닝은 방향 교육에 을 둔다. 인터

넷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과 학습하는 사람간의 상호작

용이 가능하도록 하이퍼링크, 다양한 인터넷 도구, 교수

설계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와 하는 것이 

용이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실 시켜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합한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최희

정, 2005).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닝의 학습

내용과 자원을 제공하기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활

용되고 있다. 이러닝 콘텐츠는 각종 자료, 정보, 연구 결

과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텍스

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멀

티미디어 형태로 표 된다. 이 에서 래시 애니메이

션은 인터넷에서 구 하는 다른 콘텐츠들과 차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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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음향과 비디오 일(avi, mov, asf, wmv) 등 멀티

미디어 인 요소를 불러들여와 완성도 있는 애니메이

션 제작이 가능하다. 둘째, 사용자와 상호반응 인 효과

를 낼 수 있다. 기존에 도우 미디어 이어, 리얼

이어 등의 재생 로그램을 이용하는 셀 애니메이션은 

화질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서 방향성이 없었으나 

래시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벡터 방식의 그래픽

으로 용량이 어 끊어짐이 없고 고화질의 상을 사용

자들이 직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셋째, 막 한 자본이 필요 없이 참신한 아이디

어 하나만 있으면 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작품 제작 

기간이 짧다. 넷째, 인터넷 래시 애니메이션은 바쁜 일

상 속에서 인터넷을 항상 하고 있는 인에게 빠르

고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문화 침투력이 강하다(이성

문, 2004). 

이러한 래시 애니메이션은 오락 인 기능만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를 달하는 매체로

써 교육  기능을 실행시키는데 합하다. 우리나라에

서는 1960년  부터 학숩에 도입하기 시작하 다. 

에 이르러 실제 인 지식을 달하는데 있어 화, 

TV, 비디오 등의 감각  수단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학

습효과를 높이고,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애니메이

션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Halas와 Manvell(2000)은 

신 한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용 래시 애니메이

션은 의심할 것도 없이 교육의 능률과 명확성을 높인다

고 하 다(박혜란, 2005).

래시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교육  가치는 송

의진(2004)에 의거하여 크게 여섯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래시 애니메이션의 교육  가치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학습 동기를 제공할 수 있고, 기억

과 집 도를 제고시켜  수 있다는 이다. 그리고 시각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상황에 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실제 인 사를 통해 

살아있는 언어를 제공가능하며, 해당 사회를 묘사함으

로써 문화에 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학습자들에

게 정서 인 안정을  수 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이 갖는 여러 교육  효과는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효과, 기억과 집 도 제고 효과, 실제 

상황 제시 효과, 실제  언어 제공 효과, 문화이해 증진 

효과, 정의  효과로 나 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애

니메이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

다 학습자의 보안 수 을 고려하는 것이 요한데, 이는 

학습자의 수 에 맞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정할 때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송의진, 2004).  

2.2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  지 , 신분 등

에 한 사실, 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일컫는다. 즉, 개인에 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창범와 김본미

(2004)는 개인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된 

정보  주로 체계 으로 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라고 

정의하 다. 한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

에 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망법상 개인정보는 생존하

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용 진  정보보호 등

에 한 법률 제 2조 제6호)를 말한다. 컨  취미나 출

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결합하여서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를 포함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들에 한 보

안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에 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래시 애니

메이션의 활용의 합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안을 주제로 하는 래시 애니

메이션을 람 후 학생들이 학습변화에 따른 애니메이

션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2004)의 애니메이션 객성향 조사에 따르면, 애니메이

션을 람 후, 학습자들은 스토리(29.5%), 캐릭터/디자

인(21.6%), 장르(14.8%)를 우선순 로 그 애니메이션 특

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결과, 10

, 20 , 30 , 50 는 스토리와 캐릭터를 40 는 스토

리와 교육  효과를 주요 애니메이션 고려요인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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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 1학년 국어교과 

단원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한 결과, 교

과서 주의 통 인 수업에 비해 애니메이션을 활용

한 수업이 학업성취도와 국어과 학습태도   매체

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서유선(2006)에 의하면,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선호도, 자신감, 동기유발들의 학습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수업 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으

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학습변화 즉, 흥미와 

이해에 정 인 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보호 련 교육에 있어서 래시 애니메이션이 학

습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1 : 보안교육 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학습

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a :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b :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효과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학습한 내용에 해 인지하는 즉, 기억의 정확성과 애

니메이션 시청  학습내용에 한 생각과 시청 후에 변

화된 학습내용에 한 생각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학

습효과는 학습 후 동 상 내용에 한 ‘이해’의 정확성

을 의미하고, 이해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애니메이션의 선택에 있어서 스토리와 캐릭터 등 내

용  속성요인들 한 매우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소요환, 2008; 김 수. 2000). 이는 내용  속성들이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

이 래시 애니메이션의 내용  속성이 학습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2: 애니메이션의 내용  속성은 학습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a: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학습자의 이해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b: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학습자의 흥미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c: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학습자의 이해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학습자의 흥미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결과분석

4.1 연구 상과 도구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하여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 공학 H 학교 재학생 4개 학습

(127명)을 상으로, 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개

인정보보안 교육내용을 시청시킨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은 정보보호  보안인식과 련된 유사 연구의 

설문과 문헌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 다. 설문 내용은 컴퓨터 사용 실태

조사와 정보보안의식에 한 내용을 사  설문으로 1차 

조사를 수행하 으며, 래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에 래시 애니메이션에 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설문조사는 컴퓨터 사용 유형에 한 조사(4문

항), 보안 련 사용실태 조사(7문항), 보안 련 지식의 

조사(6문항) 그리고 사이버 결제 방식조사(1문항)를 포

함하 다. 2차 설문조사는 래시 애니메이션의 기본 사

항(4문항), 개인보안 래시 애니메이션에 한 사항(6

문항), 애니메이션 선택 기 련 사항(7문항)을 조사하

다.  

4.2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련된 이러닝의 보조

인 학습형태인 래시 애니메이션을 비교분석하고자 1

차 설문조사 자료의 각 항목에 빈도수를 도출하 다. 그

리고 2차 설문조사 자료 항목에 해서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매우 그 다’를 5 으로 ‘  그 지 않다’

를 1 으로 측정하 다. 통계처리는 SPSS 15.0통계 패키

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 계분석, 요인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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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즉, 애니메이션을 시청하

기 에 보안에 한 사 조사와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에 보안에 한 사후조사 결과, 애니메이션을 시청

한 후에 학습자의 이해력과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래시 애니메이션이 보안교육 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제시한 래시 애니메이션 련 사례연구들에서 

제시한 애니메이션 교육활용이 학습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 으로 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보안 교육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론을 

심으로 한 수업은 학습자들의 집 력을 높이는데 한계

가 있었으나,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학습자들의 학

습효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가설1 그리고 세부가설 1a와 1b가 모두 지지

되었다.

한 래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학습자들의 학

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 인 향을 미친 애니메

이션의 속성들을 분석한 결과, 스토리, 화면구성, 그리고 

캐릭터가 요한 속성요인들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속성들이 학습효과인 이해력과 흥미도에 미

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유의수  0.5에서 애니메이션의 속성

들이 체로 학습자의 이해력과 흥미도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속성

인 캐릭터가 학습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가

설2과 세부가설 2a,2b,2d는 지지되었으나, 가설2c는 기

각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이러닝을 통한 사이

버 교육에서 보조학습형태인 래시 애니메이션을 

악하고 각각의 애니메이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개

인정보보안 련 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보안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래시 애니메이션이 주는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얻게 되었

다. 첫째, 이러닝의 보조 학습형태인 래시 애니메이션

을 활용한다면 보안 교육이 효율 인 교육이 될 것이다. 

둘째, 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보안 교육이 학생들

로 하여  흥미와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정 이 효

과를 보 다. 셋째, 교육용 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에서 스토리와 캐릭터에 을 두어 제작한다면 학습

자들에게 효율 인 교육이 될 것이다. 넷째, 정보보호 교

육을 한 교과서의 내용보다 최근의 사회내용과 보안

의 심각성  재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기본 인 보안 

기술에 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 로 향후에는 보안 교육에 있어 

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과정에 한 연구 그리

고 애니메이션 활용을 한 보다 심층 인 요인들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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