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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2020 학년도 1학기)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스마트폰이 필수픔이 되면서 사이버공간이 주는 장점도 많지만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본 교과는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인터넷세대로서 사이버공간의 장점을 누리되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예방윤리교육 차원에서 강의내용을 
구성하였다.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의 검열, 인터넷 범죄, 사이버공간에서의 비인간화, 예의없는 인터넷 생활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미래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을 찾아서 반성하고 예측하여  예방윤리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과목의 운영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Ⅰ.강좌 및 담당교수 

 

Ⅱ.강의내용(목적) 

 

과목명 인터넷윤리 학수번호 ZPA30015 수강반 555 

외국어강의구분  강의시간 토 4 [ ] 강의실 토 4 [ ] 

이수구분 개척교양 강좌구분 교류용_이러닝 인증구분  

주수강자  학점구성 학점 : 2, 이론 및 실습 : , 설계 : 

수강대상 전학과 

담당

교수 

소속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연구실 303-605 

성명 김대군 E-mail  

전화번호    

 

2021-05-26 14:33:24 

 

구분 저자 도서명 출판사 비고 

주교재 1 김대군 인터넷윤리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Ⅲ.교재 및 참고서적 

 

과제 과제명 참고사항 

과제 1 수업중에 나감(출석대체, 시험대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결석이나 시험에 불참한 경우 반드시 대체용리포트를 내야 학점이 나감. 사유서만 제출해서
는 안됨. 

 

Ⅳ.과제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고사 기타 계 

배점비율 20 40 40 0 0 0 100 

 

Ⅴ.평가방법 

 

기타 : 수업기여도, 예습상태, 수업태도, 발표능력 

 

 

 

Ⅵ.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사항 

 

주차 강의내용 강의방법 활용기자재 비고 

1 주 사이버공간의 의미 온라인 인터넷  

2 주 인터넷윤리의 요청 온라인 인터넷  

3 주 쾌락과 고통의 윤리학 온라인 인터넷  

4 주 사이버공간과 합리적 존재 온라인 인터넷  

5 주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온라인 인터넷  

6 주 사이버공간에서의 검열과 규제 온라인 인터넷  

7 주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보호와 정보 프라이버시 온라인 인터넷  

8 주 중간고사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시험 

9 주 사이버공간에서 광고윤리와 소유권의 이해 온라인 인터넷  

10 주 사이버공간에서 지적 재산권과 연구윤리 온라인 인터넷  

11 주 사이버공간에서 글쓰기와 사이버 범죄 온라인 인터넷  

12 주 사이버공간에서 댓글달기와 네티켓 온라인 인터넷  

13 주 사이버공간의 놀이와 중독 온라인 인터넷  

14 주 사이버공간에서 성희롱과 전자민주주의 온라인 인터넷  

15 주 기말고사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시험 

 

Ⅶ.주별 강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