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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와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해 이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만, 인터넷 상에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온라인 범죄자들(online predators)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휴대용 기기들을 사용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온라인 범죄자들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행동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 이름, 집 주소, 사진, 전화 번호,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인터넷 상의 어느 곳에도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부모나 아는 어른에게 말합니다. 

■■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는, 절대로 온라인 상에서 대화한 사람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갑니다.

■■ 보내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일단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 – 온라인 상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 온라인 대화와 관련한 위험성을 항상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 반드시 연령에 맞는 사이트들에 관해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세요. 

■■ 온라인 상에서 하는 일과 즐겨 방문하는 사이트들에 관해 아이들과 얘기하세요.

■■ 자녀의 학교, 공공 도서관 및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들에 연락하여 아이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확인하세요. 

■■ 자녀가 사용하는 기기들에 안전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항상 관찰하세요. 

가정 내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자녀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에서 GPS와 같은 기능을 해제하세요. 

■■ 가정 내 기기들의 보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신과 가족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강화하세요. 

■■ 항상 보안 능력이 뛰어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가정 내 컴퓨터와 기기들에는 보호자가 설정한 
규제를 활성화하세요. 

■■ 자녀가 부모의 승인 없이 앱을 자동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보호하세요.

■■ 자신의 비밀번호를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자녀 보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esafety.gov.au

범죄 예방과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olice.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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