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가족을 위한 조언

자가 촬영 (셀피) 문화
• 자녀의 온라인 게시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카메라 앞에서 입술을 쭉 내밀고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들의 행동이 자아도취나 자기
몰두의 신호라고 생각되어 아주 놀라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자녀의 답변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세요: (1) 셀피를 찍는 것을 왜 좋아하니? (2) 네가 좋아하는
셀피 사진의 요소는 무엇이니? 어떤 셀피 사진을 좋아하지 않니? (3) 어떤 셀피 사진을 공유할지 어떻게
결정하니? 어디에서 어떻게 셀피 사진을 공유할 거니? (4) 셀피 사진을 올릴 때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고 또 뭐라고 말하니? 네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받아본 적이 있니? 자녀의 게시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녀의 셀피를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여러분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진에 대해 염려가 있다면 자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게시하는 사진의 양 자체가 문제인 것 같으면, 자녀가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세요.

• 가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세요.
셀피는 아이들이 찍고 공유하는 사진 중 하나일 뿐이지만, 디지털 흔적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해야 하고 공유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특정 활동이 있는지? 찍어도 되는 사진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자녀에게 거는 기대를 명확히 할 때, 이미 사진이 바이러스처럼 퍼진 후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이 생기기 전에 그것에 대해 자녀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 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신중하도록 권장하세요.
아이들은 인터넷 뉴스에서 보는 내용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이 비판적인 소비자처럼 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신중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권장하세요: 친구가 온라인에 특정 사진을 게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는 게시물에 대해 어떤 반응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게시물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어떤 종류의 게시물이
기분을 안 좋아지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또한,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피드백은
종종 외모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세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피드백을 줄 때 자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다른 특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자녀가 외모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영향을 친구에게
주는 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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