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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보호자들을 위한 온라인 안전 정보

아이들 세상에서는 교육과 사교, 오락을 위해
인터넷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기에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eSafety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esafety.gov.au/parents.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처를 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고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부모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할까 봐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

●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 후 동요하거나, 온라인 상
활동 또는 휴대 전화 사용 내용을 숨기려 한다
고립감이나 불안, 분노를 드러내고,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직한 온라인 행동을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고 고민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부모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eSafety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esafety.gov.au/parents/
big-issues/cyberbullying

원하지 않는 접촉

자녀가 온라인 상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낯선 사람, 특히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와 앱을 계속 확인하고,
온라인 상에서 아이에게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접촉은 경계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

첫 접촉 직후부터 개인 정보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

선물과 보상을 약속하면서 부탁을 한다

●

●

온라인 채팅과 문자 보내기 등 다른 방식의 접촉을
시도한다
누구와 컴퓨터를 공유하는지, 컴퓨터가 어느 방에
있는지 등에 관해 질문한다

●

은밀한 정보를 요구한다

●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다

●

직접 만나자고 요구한다

원치 않는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인 안내 정보가 필요한 경우, eSafety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esafety.gov.au/parents/big-issues/
unwanted-contact.

학교를 안 가려고 하거나 학업을 거부한다

eSafety.gov.au

섹스팅 및 누드 영상 보내기

자녀가 나이가 들면 야동 또는 음란 사진이라고 알려진
야하거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거나
공유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섹스팅이 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밀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친구
사이에서도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매우 사적인 영상이 원치 않게 유포되는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일단 유포되고 나면
해당 아동은 그 영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인터넷
상 어디서든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린이와 18 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의 제작 및 유포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섹스팅과 누드 영상 보내기와 관련해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아이들이 누드 영상을 보내거나 받아
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eSafety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safety.
gov.au/parents/big-issues/sending-nudes-sexting.

도구, 도움말, 조언

아이들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해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온라인 활동 습관을
들이고 디지털 지능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와 함께
온라인 이용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규칙은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 창구를 항상 개방해 두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eSafety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eSafety.gov.au/languages.

자녀가 온라인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eSafety.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