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용 계약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의 적합한 행동과 적합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열린 대화를 
시작한다. 

인터넷 계약 위반과 유예 기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자녀의 가입을 허락하기 전 소셜 미디어의 나이 제한 요구 조건을 확인한다. 소셜 미디어에 접속을 
허락하기 전 자녀의 성숙도와 회복력을 고려한다. 

자녀가 방문하고 싶은 모든 앱,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조사하기 위하여
www.commonsensemedia.org 또는 www.cybersaftycop.com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다. 

자녀가 사용하는 전자 기기를 모두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인터넷 또는 다른 사람과 연결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만약 연결할 수 있으면 부모 설정을 사용하여 접속을 제한한다. 

자녀의 기기에서 소셜 미디어 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가? 부모가 직접 해 보고 
www.cybersafetycop.com을 사용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하여 배운다. 

자녀에게 온라인상의 평판과 괴롭힘, 섹스팅, 그리고 기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어떻게 평생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자녀의 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 설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녀의 친구와 팔로우어를 검토한다. 직접 아는 사람만 자녀의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다. 자녀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조용히 팔로우한다. 

자녀의 모든 소셜 미디어 앱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안다. 

멈춰서 자녀의 전자 기기를 실제로 확인한다. 메시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소셜 미디어 앱 활
동,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 기록을 확인한다. 

7-7 법칙을 정한다 -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부모의 방에서 기기를 충전하게 한다. 

자녀의 기기, 가정 WiFi 네트워크와 휴대전화 통신사 네트워크에 부모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자 녀 의 기 기 에 부 적 합 한 내 용 을 걸 러 내 고 모 니 터 하 는 앱 을 설 치 한 다 . 
www.cybersafetycop.com/blog “가장 좋은 10가지 부모 통제 앱”

무례하고 협박적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토론한다: 기록하고, 보고하고, 차단한다. 
www.cybersafetycop.com/blog “괴롭힘과 학대를 보고하는 방법”

괴롭힘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하여 토론한다. 만약 적합하다면 자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
구를 준다. 

www.cybersafetycop.com과 인터넷 안전 교육 경찰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뉴스, 업데이트, 
그리고 앞으로 있을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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