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가족을 위한 조언

사생활, 감시, 자기 공개
온라인 사생활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 정보 설정 선택의 실수, “안전한” 온라인 자료의 취약성, 다른 사람이 개인
계정에 접속하도록 비밀번호를 공유하든 또는 단순히 친구가 개인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든 현재 디지털
형식으로 입력한 개인 정보에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도록 자녀와 함께 실천해보세요.

• 모든 디지털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세요.
온라인으로 게시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된 정보 (사진, SNS 에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문자 메시지)는
검색이 가능하고, 쉽게 복사되며, 종종 영구적인 정보가 됩니다. 자녀가 엄격하게 개인 정보 설정을
설정한다고 해도, 자녀가 널리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녀의 친구가 복사/붙여넣기, 스크린 샷 찍기, 저장
또는 전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단순히 화면을 엿보고 개인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친구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설정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잘
알도록 하고 또한 디지털로 공유된 모든 것들은 의도하지 않은 누리꾼에게 보여질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인 정보 설정을 자녀와 함께 설정하세요.
매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아마 서로 다른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입니다. 각각의 앱과 웹사이트의
개인 정보 설정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어떻게 다양한지 자녀와 함께 탐색해 보세요. 여러 회사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토론해보고, 자녀가 개인 정보를 설정할 때 “친구에게만 공개”를 선택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세요.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공개”
설정으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개인 정보 설정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는 자주
갱신하도록 요구하며 갱신을 하면 모든 설정이 기본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기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가 디지털 세계에 어떻게 그리고 왜
참여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인내심을 갖고 모든 기능을 이해할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회사는 항상 개인 정보 설정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시간을
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소셜 네트워크 로그인” (예 :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로그인을 사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로그인을 하는 것은 제삼자에게 여러분의 계정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프로필 정보, 게시물, 댓글 및 사진과 같은 모든 유형의
내용물에 대한 개인 정보 설정을 각각 설정하세요.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온라인 접속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도록 태그 및 차단과 같은 개별 기능에 대해 배우세요. 자녀의 학교에서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는 기기 시스템의 모든 내용물을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삶이 여러분 또는
다른 누구에게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자녀가 잘 알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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