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인터넷이나 나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다음의 규칙을 조건으로 하는 특혜라는 것을 

이해한다. 
1. 컴퓨터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나는 엄마와/또는 아빠에게 나의 모든 소셜 네트 워크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말해야만 

한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나의 파일/앱(기기에 있는 모든것)에 접속한다.   

3. 나는 부모님의 허락없이 앱이나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는다. 

4. 나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척 하는 것을 안다. 나는 안면이 있는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을 나의 소셜 네트워크에 들이지 않는다. 

5. 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내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기록하지 않는다. 

6. 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거나 주문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의 

정보를 내주지 않는다. 

7. 나는 부모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상에 결코 쓰거나 올리지 않는다. 나는 

불경스러운 언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나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진 상황에서 나의 소셜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을 

돕는_______________(조직이나 단체)를 홍보 할 것이다. 

9.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언어나 비열하고 무례하거나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내게 보낸다면 대응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한다. 

10. 만약 누군가가 내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요구한다면 대응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한다. 

11. 나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상이나 직접 만난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12. 나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상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13. 만약 누군가로 부터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받았다면 대응하거나 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즉시 부모님께 말 할 것이다. 

14. 만약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메일이나 이메일로 무언가를 보낸다면  부모님께 

말 할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비밀로하고 온라인상에 보존하지 않을 것이다. 

15. 만약 내가 실수를하거나 적합하지 않은것을 본다면 즉시 부모님께 말할 것이다. 

16. 나는 테크놀러지와 스크린 타임에 대한 집안의 규칙을 존중 할 것이다. 

17. 만약에 내가 위에 언급된 게약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부여한 인터넷 사용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또는 그 이외에 전자 기기 사용 금지를 포함한(제한없이) 어떠한 

벌도 받아 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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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후, 컴퓨터 옆에 잘 보이게 게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