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카운티공립학교가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녀교육법 
 
Be There (함께 하세요)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범국민운동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 주세요. 의미있는 
기회들로 자녀와 하나가 되어 본다면, 
학교에서나 집,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도   작은 행동이 큰 열매를 
맺는것을 보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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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학생들과 
항상  
함께  
있어줄 것 입니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15가지 방법 
 
월드와이드웹 (WWW)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게임으로부터 연구자료, 새로운 웹사이트, 그리고 친구만들기 사이트까지, 
인터넷은 귀하의 자녀가 사용할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도와줄수 있을까요? 학부모를 위한 현명한 미디어 사용방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수칙을 만드세요. 모니터 곁에 쉽게 
읽을수 있게 인터넷 사용수칙을 적어서 붙여 놓으세요. 자녀와 같이 건전한 인터넷 
사용법에 관한 가정규율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차가 나는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접속허용정도를 고려해 보세요. 가정용 인터넷사용 수칙은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법이 될수 있 습니다. 
가정안에서의 다른 규율처럼, 인터넷사용 규칙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인터넷계정은 부모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초기화면 접속이름이나 비밀번호도 부모가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블록 또는 필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자녀가 인터넷상으로 어떤 프로파일 작성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절대로 실명을 디스플레이 이름으로 사용치 않게 
해주시고,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나 학생인 것을 확인할수없도록 암시를 주는 
구체적인 특성이 나타날수 있는 이름의 사용을 금해 주세요.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걱정이 되신다면, 그 웹사이트를 차단시키세요. YouTube나 
Facebook, MySpace와 같은 친구만들기 사이트, 자주 찾는 블로그를 알아두시고 만약 
고학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런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당신의 계정을 만들어서 
자녀로 하여금 당신을 “친구”로 등록하도록 하세요.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부모님의 계정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자녀의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하루 24시간 7일동안 
언제라도 그 홈페이지를 방문할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리세요. 자녀가 통보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인터넷사용을 금해 주세요.  

컴퓨터를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에 두세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는 
거실이나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에 두세요. 자녀가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는 어디에 
있는지, 부모의 제제가 가능한 곳에 있는지 보세요 (자녀가 친구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는 않나요? 친구집에서 적용되는 가정규율은 무엇인가요?)  

묻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인터넷상에서 어디를 방문하는지, 누구와 
이메일을 주고 받고 메신저나 채팅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자녀의 온라인 친구들도 
알아 보세요. 

사이버 왕따행동을 알아 보세요. 이메일, 채팅방, 메신저, 친구만들기 
웹사이트등에서 인터넷상의 왕따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기에 쉽게 이런 행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나 왕따를 시키는 사람의 입장 모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왕따라는 행동자체는 개인적으로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건 학교의 
행동수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가정용 컴퓨터를 위한 보호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많은 케이블 또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보호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소프트웨어는 부모의 감독, 팝업제한, 

앤티스파이웨어, 앤티스팸, 화이어월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로 나이별로 구분된 5단계의 블록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5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웹블록킹 

• 8세이하의 아동에게만 적합한 선별된 웹사이트 

• 웹메일이나 채팅기능을 제한한 9세에서 12세 아동에게 적합한 중간 정도의 검열기능  

• 중.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검열기능이 낮은 경우 

• 성인을 위한 검열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자세한 웹사이트 사용내역을 보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세요.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상에서도 Ctrl-H를 누르시면 웹사이트 방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사용에 관해 지도해 주세요. 자녀가 아동이 접속하기에 안전한 사이트만 방문하도록 제한해 주시고, 

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를 절대 실제로 만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집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의 하나로 건전한 채팅방 

사용방법을 적어 놓으세요. 모르는 사람과는 채팅이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해 주세요. 

 

채팅전문용어를 배우세요.  LOL (크게 웃기), POS (부모님이 곁에 있음)… 인터넷 의사소통은 여러 약자들을 포함한  

특수 용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알아두세요.  http://www.teenchatdecoder.com.를 

방문하시면 채팅번역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에 관해 가르치세요. 스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광고용 이메일이나 발신자 미확인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열지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하려면 스팸에 답장을 보내지 마세요. 링크를 따라가거나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 조차도 스팸을 보내는 사람에게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 바이러스는 종종 첨부파일을 통해 퍼집니다.  

 

신문상에 보도된 상황들에 관해 대화를 나눠 보세요. 인터넷상의 왕따나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들이 자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가정규율이나, 바람직한 결정, 또는 안전에 관해 토론해 보세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상의 인터넷 사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그밖의 다른 온라인 비디오 

게임들과 같은 기구들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자녀가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지를 알아두시고 

이와 관련된 안전 요건들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위험한 이메일을 조심하세요. 위험한 이메일을 조심하세요. 자녀에게 공격적인 또는 위험한 이메일이나, 채팅, 그 밖의 

다른 의사소통방법들에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이메일이 발견되면 지역관할 경찰서나,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http://www.cybertipline.com)으로 연락하세요.  

 

파일 다운로드에 관해 이야기하세요. 귀하의 자녀가 음악이나 비디오를 온라인상으로 접속한다면 저작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러한 자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 안전성과 미디어 사용능력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배워보세요.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학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사용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목록, 안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commonsensemedia.org/internet-safety 
http://www.getnetwise.org/ 
http://www.wiredsafety.org 
http://www.ciconline.org/mediasmartparents 
http://www.safekids.com/safety-advice-tools/ 
http://www.wiredwithwisdom.org 
http://www.teenchatdecoder.com/pdf/Top-27-Teen-Acronym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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