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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의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기술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선생님이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나 믿을 수 있는 성인이 내게 사용하라고 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것만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술을 주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를 잘 모르거나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선생님이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또는 기술의 사용 중에 당황스러운 내용을 볼 경우
선생님이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규칙을 어길 경우 기술의 사용을 금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B:

안전하고 책임 있는 행위의 좋은 사례!

기술을 사용할 때 내가 쓰거나 게시하는 내용이 예의바르고 정중한지를
생각하고 확인하여 정중하게 의사 소통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심술궂은 메시지 또는 괴롭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괴롭힘에 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심술궂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누군가를 버려 두고 나와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 또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나의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웹사이트 링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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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용할 때 나의 전체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개인
정보이며 온라인으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 친구의 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내 암호를 보호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의 지도 및 허락이 없이 온라인 공간 또는 그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 정보를 묻는 온라인 질문에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때 내가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려함으로써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 친구의 전체 이름, 생년월일, 학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는
친구의 개인 정보이므로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뭔가를 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말합니다.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당황스러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동작을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내 연령에 맞는 공간 또는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일부러 검색하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것을 볼 경우 화면을 끄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말합니다.



장비를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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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승인 사항:

나는 내 아이가 학교 인터넷 및 학교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감시 및 필터링 시스템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교외에서 내 아이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및 모바일 디지털 기술로 접근하는
사항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나는 책임 있는 사용 규정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가 내게
연락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집에서 내 아이에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독려하며, 내
아이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리겠습니다.

학생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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