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에 대한 가족의 동의: 6-8학년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족 동의서는 이러한 대화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 .
안전하게 사용하기.





나는 가족의 승낙없이 새로운 계정을 열거나 나의 전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과 같은 개인 정보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나의 비밀번호(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기, 계정, 프로필을
설정하거나 열어야 할 때에는 가족들에게 개인 정보 설정과 함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에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멈추고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원에게 그 사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기.





온라인에서 또는 내 전화로 사진, 비디오, 스크린샷ㅇㅡㄹ 공유하거나, 소문이나 험담을 퍼트리거나 거짓 프로필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맞설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또는 나의 휴대용 전화기로 공유한 것은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평판에 해를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온라인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을 온라인에서 사용, 참조, 공유할 때에는 언제든지 작품의 작가나 예술가에게 적합한 공로를 돌릴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내가 온라인에서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보의 근원이나 작가를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족이 타당한 미디어 시간 제한을 설정하도록 도울 것이며 나는 그 제한 시간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크린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유의할 것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생활의 다른 활동을
계속하여 즐길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비록 가족이 항상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디어가 내 인생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안돼”라고 말하기 전에 가족이 염려하는 것과 이유에 대해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적합하고 재미있는 미디어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포함하여 나의 관심에 대해 나에게 말하고 나의 세계를
받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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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 www.commonsense.org 의 허가와 함께 각색하고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