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위한 인터넷 안전 지도 요령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예입니다.
인터넷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규칙
부모님도 인터넷에 대하여 배웁니다.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자녀는
학교, 친구 집, 공공 도서관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시간, 접속 가능 및 금지 사이트 등이 명시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가족 합의서를 만듭니다.
컴퓨터를 거실처럼 개방된 중심 장소에 두어서 인터넷 사용을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 지도
자녀가 어떤 사이트들을 방문하는지 보십시오.
유해한 내용을 걸러내는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서비스를 알아보십시오.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ISP)에 문의하여 유해 사이트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Yahooligans 같은 어린이용 검색엔진의 설치를 고려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북마크”나 “즐겨찾기”에
자녀를 위하여 특별 폴더를 만드십시오.
가족의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웹사이트가 있는 부모님은 자녀의 사진을 그곳에 올리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가족의 개인 정보를 남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암호,
신용카드 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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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말하라고 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위험 가능 요인 최소화
낯선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같이 인터넷 사용에 도사린
위험들을 자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대화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므로 부모님이 허락하거나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는 한,
자녀는 그들을 실제로 만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더 나이 든 자녀는 부모님이 승인하는 대화방에만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낯선 사람들의 전화를 받기 시작하거나 부모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면 즉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누군가 자녀를 괴롭히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어떻게든
불편을 느끼게 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고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자녀가 어른에게서 아동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 유혹을 받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들
사이버 안전 - 그게 뭘까?
http://learnnowbc.com/Parent_Information_Centre/WhatsThat.aspx
인터넷 남용과 위험에 대처하기
http://www.cln.org/spam.html#Risks
부모를 위한 인터넷 인식 프로그램
http://www.media-awareness.ca/english/parents/internet/index.cfm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도서관 및 인터넷 도구 모음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litoolkit&Template=/ContentManagement
/ContentDisplay.cfm&ContentID=5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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