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안내
2020 - 195호

화성시 병점중앙로 35번길 42
☎ 교무실 : 223-7041
☎ 행정실 : 221-5286
☎ 담당자 :정보과학부장
http://www.songhwa-k.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온라인 학습 등으로 가정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3-6
학년은 줌을 이용한 쌍방향원격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가정에서 정보통신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e학습터, 줌을 활용한 원격수업시

1. e학습터가 아닌 곳에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 수업자료, 친구들의 과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2. 쌍방향 수업을 하는 줌 화면, e학습터 화면을 녹화 또는 핸드폰 촬영, 캡처하여 다른 곳에
올리거나 돌려서 보지 않습니다.
3. 수업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초상권 및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과 자녀 모두 지켜주세요!
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부모되기 영상자료
부모 숲 번데기학교 (스마트한 부모되기)
Youtube 채널
(재생목록)

http://bitly.kr/7bjdlLUTyIT

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우리 아이 지도 방법 10계명
1.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2.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 공간에서와 같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지도한다.
3.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공간에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리도록 지도한다.
4. 아이들이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잘 들어줄 것이라는 안정감과 확신을 심어준다.
5. 사이버폭력은 엄연히 처벌받는 불법행위임을 사례를 통해 지도한다.
6. 학교와 연계하여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7. 평소에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해본다.
8. 아이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9. 아이의 학교생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10.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 메일, 채팅은 열람 또는 답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라.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1.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상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
2.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는다.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
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3.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는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4. 신상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킨다.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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