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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유아의 올바른 인
터넷 사용 및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총 4개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의 부모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유아들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에 대한 부모인식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해한 사이트접속’,
‘신체적 문제’, ‘스팸메일’, ‘바이러스 침해’ 등의 항목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불건전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비롯하여 ‘자녀의 인
터넷 사용시간 및 내용 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해킹 및 바이러스 침해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가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부모들이 경험한 인터넷 안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유아 대상 인터넷 안전교육은 가정과 유아교육현장
의 교사가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인터넷 안전교육, 부모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어린 유아들에게 조차 인
터넷은 매우 친숙한 매체가 되었다. 정보화 촉진법(2001)에 따른 정부의 노력은 유아를 비롯한 국민전체
의 인터넷 환경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07)의 조사 결과에 의
하면, 유아의 인터넷 시작 연령은 만 3.2세로 이전에 비해 더욱 하향화하고 있으며,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51.4%로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아의
인터넷 이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특히 유아의 인터넷 사용의 주목적은 교육 정보보다는 게임 및 오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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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87.0%)으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이 유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 유아에게 자기존중감과 학습동기(Hollister & Peart, 1983), 또는 긴장완화, 휴식, 모험과 오
락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Larsen, 1979). 즉 인터넷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
니라 인터넷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유아들의 독립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력, 결
정력, 창의성, 정보 종합능력, 공간이해능력, 사회적 기술, 눈과 손의 협응력 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적합한 학습공간으로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Becker, 2005; Brenner,
1997; Getman, 1983; Haugland, 2000; Hollister & Peart, 1983).
그러나 유아의 인터넷 사용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아의 인터넷 사용
에 따른 역기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가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다(내일
신문, 2007.8.31; 동아일보, 2006.2.10; 매일경제, 2006.3.28; 전자신문, 2006.3.23; 중앙일보, 2006.3.19; 한겨레,
2006.2.2; 2007.9.18; 2007.11.8; KBS, 2007.12.12; SBS, 2006.7.15～8.12). 인터넷의 편리성으로 인해 유아들은
서투른 클릭 몇 번만으로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이트로 옮겨가 폭력적인 게임이나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유아들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현금결제를 하게 되거나(유구종, 2006), 먹는 것과 화
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인터넷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신영, 2006; 정아란, 2007).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문제들은 유아들에게 심각한 문제 나타나고
있으며 유아교육 학자들과 부모들은 유아들의 이러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강신영, 2003; 유구종, 2006; 이경옥, 2006; 정아란, 2007; 황해익 외, 2001; Willard, 2007).
인터넷의 또다른 역기능적 문제는 인터넷 환경이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에 있다. 건강한 정서
발달과 인격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유아들이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혼동하여 가상공간의 폭력적 장면을 모
방하게 함으로써 실제 세계에서 폭력성과 충동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인터넷의 가상공간은 유아 자신의 정
체성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를 도출하고 일탈행동을 일으키어 유아의 전인적 발달
과 인격형성에 커다란 문제를 줄 수 있다(이경옥 외, 2006). 무방비 상태의 유아가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역기능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어린 연령일수록 이러한 역기능 양상이 더욱 심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발달초기 인터넷 역기능적 영향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이어질
경우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높다(김주연, 2002; Brenner, 1997). 따라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유아기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성인의 지도나 감독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지
도․감독 없이 유아 혼자 인터넷 사이트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아 인터넷 교육과
더불어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5세 정도의 어린 유아기부터 컴퓨터를 접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을 통
하여 유아기 인터넷 사용습관이 아동기, 청소년기의 인터넷 사용습관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이은경, 2007).
그러나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이러한 역기능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수준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재단(IPP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자녀들이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안벽을 뚫고 나이를 속이는 반면, 부모들은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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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Tanya(2008)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 있을 때 탤레비젼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e-안전
(e-safety)에 대한 자녀와 부모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영국
의 Ofcom(방송통신규제기관, 2008)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부모의 65%가 자녀들의 소셜 네트워크 접속
을 통제한다고 답했으나 실제 통제를 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은 50%로 나타났고 아동의 43%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 부모 규율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터
넷 안전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정아란(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접하지 않고 자랐던 부모세대들은 틈만 나면 컴퓨터를 붙잡
고 게임을 하려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컴퓨터를 붙잡고 인터넷을 하려는 자
녀들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유아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인
터넷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인터넷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
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아기부터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부모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재한 실정이며,
부모들이 경험한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다.
유아기는 아직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이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조절 능력도
발달되지 않아 실제 현실과 다른 온라인상의 가상 세계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다. 게다가 유아기는 주변에서 제공되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무
방비상태로 인터넷에 노출될 경우,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성장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즉 유아기는 인
터넷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 아직 부족하여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다(이은경, 2007). 유아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아들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각 가정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들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도 및 관리
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와 가정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
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올바르고 안전한 인터넷 활동을 위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서술하였다.
1.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유아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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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부모의 인터넷 안전교육 인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총 4
개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의 부모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22부(87.1%)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후 117부(83.6%)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조사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26명(22.2%), 경기도가 30
명(25.6%), 전라도 28명(23.9%), 경상도가 33명(28.3%)이었으며, 본 설문지는 주로 어머니(103명, 88.0%)
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65명(55.6%), 여아가 52명(44.4%)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 거주 지역 및 응답자와 자녀의 성별
배경변인
지역
응답자
자녀의 성

구분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아버지
어머니
남
여

빈도(%)
26(22.2)
30(25.6)
28(23.9)
33(28.3)
14(12.0)
103(88.0)
65(55.6)
52(44.4)

N=117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가정의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 부모 및 가정에서의 인터넷 안전교육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
문지는 부모의 일반적 배경 외에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현황 3문항,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 3문항,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5문항 등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지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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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용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내용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유무 및 항목별 빈도
3
따른 문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
인터넷 안전교육여부
자녀의 인터넷
3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여부
안전교육 실태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필요성
인터넷 안전교육 실시기관
인터넷 안전교육에
5
인터넷 안전교육대상 시작연령
대한 부모의 인식
인터넷 안전교육 교수자 및 교육내용,
총계
11
<

3. 자료 분석
가정에서의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와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
(1)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빈도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여부 및 빈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녀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응답자 중 22명(18.8%)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
항목 중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21명, 95.5%), ‘유해한 사이트접속’(20명, 91.0%), ‘신체적 문제’(91.0%),
‘스팸메일’(20명, 91.0%), ‘바이러스 침해’(19명, 86.4%) 등의 항목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3>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
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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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여부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

내 용
있다
없다.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해한 사이트 접속
신체적 문제
언어발달(속어, 약어, 욕설 등)
바이러스 침해
스팸메일

(%)
22(18.8)
95(81.2)
13(59.1)
21(95.5)
20(91.0)
20(91.0)
14(63.6)
19(86.4)
20(91.0)
빈도

(2) 인터넷 사용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제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사
한 결과, ‘불건전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90명, 76.9%)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 및 내용 관리 시스템 구축’(72명, 61.5%)이나 ‘해킹 및 바이러스 침해 방지 시스템 구축’(60명,
51.3%)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인터
넷을 사용하기에 안전한 환경과 더불어 인터넷 사용계획을 세워 인터넷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체
계화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중복응답)
항목
불건전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기관에서의 관리 강화
부모대상 인터넷 안전교육 실시
정보화 역기능 관련 법․제도의 강화
해킹 및 바이러스 침해 방지 시스템 구축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 및 내용 관리 시스템 구축
기타
2. 유아의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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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90(76.9)
21(17.9)
39(33.3)
19(16.2)
60(51.3)
72(61.5)
5( 4.3)

N=117

(1) 유아의 인터넷 안전교육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하여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절반정도인 68명(58.1%)이 인터넷 정보안전에 대하여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고 응답하여 가정에서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인터넷 안전교육 여부
항목
있다
없다

N=117

빈도(%)
68(58.1)
49(41.9)

(2) 유아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104명,
88.9%)가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부모들이 경험한 인터넷 안
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이 경험한 인터넷 안전교육의 내용은
‘유익한 사이트 소개’(13명, 11.1%), ‘인터넷에서의 고운 말 사용’(12명, 10.3%), ‘올바른 정보 이용’(12명,
10.3%),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12명, 10.3%) 등 다양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
다.
<표 6>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 및 내용
구분
부모교육 경험

항목
있다
없다
인터넷에서의 고운 말 사용

인터넷 안전교육의
내용

(N=13)

올바른 정보 이용
컴퓨터를 할 때의 바른 자세
유익한 사이트 소개
인터넷 이용 계획표 세우기
개인 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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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7
빈도(%)

13( 11.1)
104( 88.9)
12( 92.3)
12( 92.3)
10( 76.9)
13(100.0)
4( 30.8)
12( 92.3)

3. 유아의 인터넷 안전교육 방향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의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부모(90명, 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 참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필요성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항목

빈도(%)
10( 8.5)
17(14.5)
65(55.6)
25(21.4)

N=117

자녀를 위한 인터넷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의 고운 말 사
용’(107명, 91.5%), ‘유익한 사이트를 소개’(104명, 88.9%),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 이용하기’(95명,
81.2%), ‘인터넷 이용 계획표 세우기’(94명, 80.3%) 등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방
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자녀에게 바람직한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계
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녀 인터넷 안전교육의 내용(중복응답)
항목
인터넷에서의 고운 말 사용
유익한 사이트 소개
올바른 정보 이용
인터넷 이용 계획표 세우기
컴퓨터를 할 때의 바른 자세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빈도(%)
107(91.5)
104(88.9)
95(81.2)
94(80.3)
78(66.7)
92(78.6)

N=117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61명(52.1%)의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9명의 부모(4.8%)는 가정과 유아
교육기관이 함께, 25명의 부모(21.4%)는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유아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체계적인 인터넷 안전교육과 더불어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안전교육은 대부분 만 5세(47명, 40.2%)와 만 4세(42명, 35.9%)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
하며 주로 컴퓨터 전문강사(31명, 26.5%), 교사(29명, 24.8%), 또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29명, 24.8%) 교
육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인터넷 안전교육은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교사와 부모도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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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인터넷
안전교육 실시기관
유아 인터넷
안전교육 시작
연령
인터넷
안전교육 교수자

<표 7> 인터넷 안전교육의 방법
항목
가정
유아교육기관
사회기관 및 매스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만 3세
만 4세
만 5세
기타
교사
부모
전문강사
교사와 부모 함께

빈도(%)
25(21.4)
61(52.1)
2( 1.7)
29(24.8)
22(18.8)
42(35.9)
47(40.2)
6( 5.1)
29(24.8)
28(23.9)
31(26.5)
29(24.8)

N=117

Ⅳ. 논의 및 결론
현대사회에서는 유아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유아들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인
터넷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및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만 5세 유아의 부모 14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와 인터넷 안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들은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해한 사이트 접속, 신체적 문제, 스팸
메일 등의 역기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유아의 올바르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하여 자녀가 인터
넷을 사용하기에 안전한 환경과 더불어 인터넷 사용계획을 세워 인터넷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체
계화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유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유아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의 인터넷 사용
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자녀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인터넷에서의 고운 말을 사용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용하며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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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아 인
터넷 안전교육은 유치원에서 교사, 혹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만 4, 5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유아를 위한 인터넷 안전교육은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와 유아교사가 함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또한 이러한 유아 인터넷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고운 말을 사용하는 법과
유익한 사이트를 소개하는 등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인터넷 안전 문제의 실태,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환경
구성 및 지도방법 등에 대하여 부모에게 강연하거나 가정통신문, 조사 활동 및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의 가정 연계활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아의 인터넷 사용습관에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유아의 안전
한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재한 실정이다. 유아를 위한 인터넷 안전교육은
가정과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안전하고 올바른 인
터넷 사용 및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아를 위한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이
에 따른 부모교육의 지침이나 강연회 등의 기회를 확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아의 인터넷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부모 140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만 5세뿐 아니라 만 3,4세 유아의 부모를 포함하여 확대, 조사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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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 Survey on Internet Safe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Ryu, Jin Soon
Kim, Seoung Ok
Lee, Jung Soo
Lee, Kyung Ok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implement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in consisting of young
children's appropriate Internet use and Internet environment that studied of parents' recognition
and the current Internet use for safety. For the study, as the result of conducted study for the
group of those 140 people who are parents of young children of six years in four kindergartens in
Seoul, Kyungi-do, Kyungsang-do, problems were shown that came in reverse function in uses of
the Internet by those children were shown. Especially, it was researched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following parts from 'misuse of private information', 'access to problematic
sites', 'physical matters', 'spam mails', and 'virus disturbance'. Indeed as the result of the studies
about the solutions to reduce problems from home Internet use by young children, there have been
mostly of the case that installing 'anti-software for accessing to inadequate sites' and there also
have been researched as to preferring to construct 'systems that check on young children's
Internet uses and their time duration' or to construct 'systems that prevent hackings and viruses'.
As the result of the studies for the parents' current needs for appropriate Internet use, mostly
those parents have said that they have not been educated and it can be significant. With this
Interne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t is studied to be conducted at home or kindergarten that
closely connected with teacher.
* key ward: internet safety education, parent for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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