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합시다
안전한 사이트

자녀가 적절하지 못한 메시지나 불안 또는 방해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신고합시다!

자세한 안내:

적절치 못한 온라인 음란활동은 아래 기관으로
신고하십시오.

www.montgomeryschoolsmd.org/
info/cybersafety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Family Crimes Division

(학생, 교사, 학부모용)

240-773-5400
www.montgomerycountymd.gov

www.netsmartz.com

The CyberTipline

Montgomery County, Maryland

1-800-843-8000
www.missingkids.com/cybertip

www.Netsmartz411.org
www.netsmartzkids.org
(아동용)

www.isafe.com

학교 내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활동은
아래 기관으로 신고하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CyberSafety
CyberSafety@mcpsmd.org
301-279-3669
Montgomery County 사이버 안전 협력기관

www.fbi.gov/library/pguide/pguide.htm
www.ed.gov/pubs/parents/internet
www.ikeepsa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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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fekids.com

AT
THE
STATE’S

Office of the State’s Attorney
Montgomery County, MD Judicial Center
50 Maryland Avenue
Rockville, Maryland 20850
240-777-7300
www.communityprosecution.org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Police
Family Crimes Division (가족 범죄부)
240-773-5400
911 Emergency
www.montgomerycountymd.gov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301-309-6277
www.montgomeryschoolsmd.org

Montgomery County 사이버 안전 협력기관을 위해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Family Outreach에서 제작
0697.10ct • Editorial, Graphics & Publishing Services • Web • 11/09

Montgomery County 경찰과 주 검사 사무실,
MCPS가 함께하는 본 협력 프로젝트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터넷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ybersafety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와
이메일 급행열차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
이름, 주소, 학교 이
름, 부모 이름, 애완
동물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절대로 제공
하지 말 것.

n

적절치 못한 사이트
에 들어간 경우는 믿
을만한 어른에게 보
고할 것.

n

음란하거나 협박적
인 메시지에 절대로
답장을 보내지 말 것.

n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지
말 것.

n

인터넷에 대한 자녀 교육의 첫걸음은 온라인
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
다. 학부모님께서 인터넷 사용규칙을 정함으로
자녀들의 인터넷 안전도를 향상시키실 수 있습
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인터넷 사이트 내용물을 검열하고 적절치 못
한 내용물을 막는 등 테크놀로지를 통한 보호
조치를 통하여 인터넷 안전은 지키고 있습니
다.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
런 기능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가 협력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즉 사이버를 통한 괴롭힘(왕따)이란 개인 또
는 그룹에 이메일, 인스텐트 메시지, 웹사이트, 블로그, 휴
대전화 또는 기타 다른 과학기기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창피, 굴욕, 협박을 하거나 목표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
다. 사이버 폭력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n 비난/악성

댓글/악플—분노, 무례, 저속한 메시지를
직접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보내
는 행위.

n 괴롭힘—저속하거나 무례하고 불쾌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n 허구—다른사람 행세를 하거나 거짓 정보를 올려서 타
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n 폭로와 농간—개인에 대한 민감한 내용, 개인적인 내용

또는 창피한 내용을 보내거나 게재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협박이나 개인이나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는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피해자는 중상비방, 프라이
버시의 침해 또는 고의적으로 감정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
는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음란 메시지
음란 메시지는 음란한 사진이나 멧시지를 전자멧시지-주
로 휴대전화를 통해-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략 5명
중 한 명의 십대가 자신의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친구들
에게 보내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미성년자가 음란한 사
진을 보내거나 받는 것은 아동포르노사진금지법에 위배
되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시
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
cybersafety/sexting.aspx.

경고 표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고표시로는 FBI가
제공하는 ‘아동범죄에 연관된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FBI가
말하는 표시의 예로는 긴 시간의 온라인 사
용, 야한 동영상 시청, 이상한 전화, 뚜렷한
이유 없는 선물, 부모가 오면 컴퓨터 스크린
을 바꾸는 것, 일상생활이나 사회 교류 활
동에서의 이탈 등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
에게 이런 표시 중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면 다음 해결책을 고려해 보십시오.
n 자녀와

염려되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합시다.
n 자녀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 봅
시다. 잘 모를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시다.

n 발신자

서비스를 받아서 자녀와 연락하
는 사람을 확인합시다.

지금 바로 지역, 주, 연방 기관 및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연락
하여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립시다.

(자세한 안내는 본 책자
뒷면을 보십시오)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
n 적절하지 못한 사이트에 접근했을 경우,

즉시 교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n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거나 적절치 못한 정보를 보낼 경
우 즉시 교사에게 보고합니다.

n 교육청에는 인터넷 안전, 비밀번호 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
에 대한 정보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인터넷 안전전문담당관을 두고 있
습니다. (주말 연락처:301-279-3669)

학부모를 위한 조언
n 어린

자녀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에
항상 옆에서 지켜봅시다.

n 컴퓨터를

집의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생활
중심지역에 배치합시다.

n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줍시다.

n 가족

활동에 컴퓨터를 사용합시다.- 자
녀의 온라인과 다른 친구들의 온라인 페
이지에 대해 알아 둡시다.

n 인터넷상에서

집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주지 못하도
록 합시다.

n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차이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합시
다. 자녀에게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이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상기시킵시다.

n 컴퓨터에

내용에 대해 사용 등급을 제
공하거나 막아주며, 지켜보며 걸러주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고려해 봅시다.

n 일일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대화하는 사
람,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적절한 규칙을 정합시다.

어린이 보호용 인터넷 스크린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사용 제한은 아이를 인터넷 피
해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
다. 자녀들의 웹서핑을 할 때 접근할 수 있
는 웹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
법이 있습니다.
n Comcast

와 Verizon 등의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회사는 많은 경우 무료로 제공
되는 부모 컨트롤 기능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등과 같은
다양한 웹사이트 브라우저는 부모 컨트
롤 등급 시스템을 조절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n Cyber

Patrol과 CYBERsitter 등과 같
은 차단 기능, 필터링 기능의 소프트웨
어를 시중의 컴퓨터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가정의 컴퓨
터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부모 감시 필터나 차단 기능은 매우 유용합
니다만 100퍼센트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과 채팅에 사용되는 약어
새 언어, 약어, 속어가 인터넷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한
예입니다.
ADN

언제든지

AFAIK

내가 아는 한 제일 멀리

AFK 	키보드에서 멀리 있어
(문자를 못보내)
a/s/l 또는 asl 	나이/성별/장소
BAKB	돌아왔어.
BBL

나중에 다시 올께.

BCNU 	갈께. 나중에 보자.
BRB

바로 돌아올께.

CUOL

온라인에서 보자

DIKU 	누구니?
F2F

만나자.

g/f

여자친구

GGOH 	나가야 되.
KIT

계속 연락하자.

OL

나이든 여자

OM

나이든 남자

P911 	엄마 아빠가 이 방에 함께 있어.
POS 또는 POTS	엄마 아빠가 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 보고 있어.
SPST 	같은 장소, 같은 시간
SYL

나중에 보자.

TAW	선생님이 보고 있어.
TTYL	나중에 이야기하자.
WTGP?	나랑 사귈래?
YBS

후회할껄?

학생들이 잘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n Myspace.com.

학부모로서 개인계좌를 열고
자녀와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n Facebook.com.

가입은 "초대"할 경우에만 가
능합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즐기는 웹사이트상의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n YouTube.com는 사용자에게 비디오를 올리고

보며 나눌 수 있도록 한 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