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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이제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학습, 기술개발, 친교와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Trinity 
학교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을 지도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인터넷 관련 지식과 기술은 가정은 물론 인터넷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인터네과 관련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지식, 
기술로 무장되도록 돕는것이 진정한 사이번 안전을 향한 길이 됩니다. 

온라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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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노출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보거나 채팅, 온라인 게임을 하는동안 불건전한 내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그룹 회원 가입, 네트워크 공유,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세지를 교환하는 중 의도적으로 또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접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녀들은 간혹 부정적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채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곤 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연락처, 학교 
및 친구 세부사항, 사진등을 포함합니다. 

학부모는 자녀들이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올리기 전에 부모와 상의하도록 권장하시고 이런 정보는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삭제가 
어렵다는걸 상기시켜 주셔야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자녀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등과 같은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자녀들은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사회연결망을 넓히고, 유튜브나 구굴비디오를 사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다운로드받고, 
페이스북 및 플리커를 이용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학생들이 요즘 주로 사용되는 웹사이트와 앱(App)은 바인(vine), 레딧(reddit), 
텀블러(tumblr), 킥(kik), 스냅챗(snapchat), 애스크fm(askfm), 스카입(skype), 인스타그램(instagram) 입니다. 

학부모는 부적절하거나 모욕적 또는 불법적인 자료를 접한 경우 호주 정보통신 미디어 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관련 홈페이지 세부사항을 알리면 해당 기관이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것입니다. 

현실에서 낯선 사람을 주의하듯 온라인 상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부모께서 자녀들에게 상기시켜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적절하거나 위협적인 온라인 메세지를 받고 있다면 학부모는 다음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Æ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만 인터넷상에서 새친구로 받아들이기
 Æ 인터넷상에선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공유는 제한하기
 Æ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메세지는 열지않기
 Æ 자녀를 위협하는 메세지를 받은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Æ 아래의 사이버불링(사이버폭력)에 일거된 안정 방안을 적용하기

사이버 불링
사이버불링이라 불리는 사이버 폭력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인스턴트 메세징, 채팅방, 소셜네트워크 사이트(SNS) 또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일어날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Æ 협박적이거나 부적절한 메세지를 구분하는 방법 및 학부모와 교사에게 알리도록 조언하기
 Æ 부적절한 메세지에 응답하지 안도록 조언하기
 Æ 폭력 가해자로부터 접속 차단방법 배우기
 Æ 부적절한 메세지나 반응을 저장하고 부모나 학교 또는 경찰에 알리기
 Æ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기
 Æ 부적절한 온라인 내용 발견시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정보 삭제 요청하기

인터넷 은어 이해하기
‘넷스피크’라 불리는 인터넷 은어는 자녀들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메세지나 SMS 메세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Æ LOL  큰소리로 웃고있다/ 너무 웃기다
 Æ BRB  곧 돌아올께
 Æ IDK  몰라
 Æ NM  별로, 신경쓰지마
 Æ GTG  그만 가야돼

 Æ ROFL  너무 웃겨서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어

 Æ OMG  맙소사
 Æ AFK  부재중
 Æ TTYL  나중에 얘기해

 Æ BFF  영원한 베프(베스트 프렌드)
 Æ BTW  어쨋거나, 아무튼
 Æ CD9  부모 근접
 Æ PIR  부모가 한방에 있음
 Æ POS  부모가 바로 옆에 있음

This content has been provided as a free download on ParentFurther.comSM, an online resource from Search Institute®, Minneapolis, MN; 800-888-7828; www.search-institute.org.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화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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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안전한 인터넷 사용 방법

사이버스마트는 국가 사이버안전 및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범국가적 사이버안전 대처의 한 방안으로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www.cybersmart.gov.au/. 

사이버스마트 홈페이지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 및 경계를 통해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학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전: 

 Æ 온라인상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터넷 사용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Æ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십시오. 자녀의 나이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Æ 자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및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대해 학부모가 알아야합니다.  지역 공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강의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설치

 Æ 인터넷 제공 회사가 온라인 안전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Æ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를 살펴보십시오. 침실에 컴퓨터가 있다면 관리가 가능한 거실등의 장소로 옮기십시오
 Æ 컴퓨터에 안전검색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바이러스 방어 프로그램(anit-virus programs), 스파이웨어(spyware), 애드웨어

(adware)와 같은 온라인 내용 차단 및 보안작용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적합합니다.  
 Æ 인터넷 검색시 항상 안전 검색 엔진(safe search engine) 을 사용하십시오.

가정 인터넷 규칙 설정

 Æ 자녀들과 인터넷 사용의 장단점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때 도움을 주십시오. 
 Æ 자녀들과 함께 안전한 인터넷 사용 지침서 및 가정 규칙을 작성하십시오

커먼센스 미디어 (Commonsense media)에 들어가서 가정 미디어 규칙의 샘플을 필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http://www.commonsensemedia.org/educators/parent-media-education/family-media-agreements.

인터넷 사용시:

 Æ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과 신기술에 관심을 갖으십시오. 학부모도 인터넷 계정을 설정하고, 자녀와 ‘친구설정’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Æ 자녀가 프로파일을 작성할때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너무 상세히 올리지 않도록 조언하십시오
 Æ 인터넷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십시오. 많은 소셜네트워킹, 가상네트웍, 게임 

사이트에서도 이런 프라이버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Æ 특히나 어린 자녀들일수록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십시오. 문제 발생시 바로 자녀와 대화하시고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해 두십시오.
 Æ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때 두려움 없이 부모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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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s from the School’s Handbook, “A Safe Learning and Working Environment”:

사이버 안전

Trinity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향상과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인터넷 시설 및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제공하는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기술 학습환경의 단면인 반사회적이고 부적절한 위법 활동 또한 용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실천과 절차를 통해 최신 기술의 장점을 최대화 시키는 한편 위험을 최소화하며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rinity 학교는 학교 사이버 안전 정책에 따라 모든 캠퍼스에서 엄격하고 실직적인 사이버 안전이 실행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이버 안전 정책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용하는 다양한 사이버 안전 실행방안은 
사이버안전이 실행되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고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도록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수용 가능 사용정책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 기술 사용에 관한 방침을 분명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할때 학부모는 정보통신 기술 수용 가능 사용정책에 서명하셔야하고 학생들은 3학년부터 이 정책에 
동의하고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사이버 불링 

Trinity 학교 캠퍼스내에서는 물론 방과전후에도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사이버폭력) 이라 불리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놀리고 협박 및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동으로  
이메일, 인스턴트 메세지, 문자 메세지, 블로그와 같은 웹 포스팅을 통해 부적절하거나 모욕적인 글이나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통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본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Trinity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라면 온라인 시스템에 있는 모욕적인 자료를 지우면 안됩니다.  이런 기록을 
출력해서 교감 선생님이나 유아/초등/중등/고등 주임교사 또는 학교 심리학자에게 신고하십시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도 철처히 조사될 것입니다. 처벌은 컴퓨터 사용 특권 박탈, 방과후 학교남기 (detention), 정학, 퇴학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에 달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는 경찰이나 적합한 담당 기관에 위임할것입니다. 

생활기술 프로그램

학교의 K-6학년 생활 기술 프로그램은 사회성, 경계를 분명히 정하기, 불링방지, 회복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학년~12학년의 생활 기술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학교 수업중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진행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성장과정 중 경험할 다양한 도전을 잘 극복할수 있도록 사회적, 감정적 능력을 발달시켜 준비시키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자 지원을 더욱 높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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