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보호하십시오

사이버
범죄로부터

인터넷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은 공공
영역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요.
일단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컴퓨터를 거실 등에 두어서 성인들이 컴퓨터 사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터넷 계좌를 부모님 앞으로 해두어서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자이름과 암호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집안 규칙을 만들어서 컴퓨터 옆에
붙여 둡니다.
아동의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두어서 성인의 감독 하에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아동이 사용할 수도 있는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 주의를
기하십시오.
일부 성인들이 인터넷에서 어린이로 가장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동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동과 사이버 협박 (cyber-bullying)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악담이 담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줍니다.
아동과 팝업 (pop-ups), 인터넷 사기 및 무료 선물 등에
대해 주의를 주고 가능한 빨리 삭제 혹은 무시할 것을
당부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친구와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성인을 동반해서 공공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고 알려 주십시오.
인터넷 컨텐츠 필터, 방화벽 (firewalls)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자녀의 사진을 절대 인터넷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절대 공개하지 말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자녀에게 알려 주십시오.
신분 도용, 사이버 협박 (cyber-bullying) 및 인터넷
흉악범 등에 대해 실제적인 예를 들어 가며 이야기해
주십시오.
온라인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예들을 자녀에게
보여 주며 자녀가 자주 검색하는 사이트를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 주십시오.

자녀가 어린이용
하십시오.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자녀의 온라인 활동 (예, 페이스북 혹은 마이스패이스)
을 계속 주의깊게 살피고 높은 프라이버시로
환경설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불쾌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한 이미지나 내용을
본 경우, 화면을 즉시 끄고 부모님에게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스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모르는 이메일에는
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숙제를 위해서는 어린이용 검색엔진을 사용하도록
알려 주십시오.
인터넷상 예절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바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알려 주십시오.
섹스팅 (누드사진을 온라인 및 휴대폰으로 보내고
받는것)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자녀의 누드 사진이나 ‘
야한’ 사진을 타인이 보내달라고 하거나, 누군가가
그러한 사진을 자녀에게 보낸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도록 당부하십시오.
일단 사진이나 이미지가 온라인에 올려지거나,
이메일 혹은 휴대폰으로 보내지면, 즉시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시킵니다.
자녀의 웹캠 사용을 주의깊게 살피고 성인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하도록 주의시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알아두어서 자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섹스팅, 사이버 협박, 인터넷 스토킹 및 기타 다른
디지털 범죄들이 온라인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적발하신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보호자를 위해 기밀이 보
장되는 무료 전화상담은
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
아동 학대 예방 서비스

02 9716 8000입니다.
www.childabuseprevention.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