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에 다가서면서, 저는 살면서 보아온 많은 변화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아날로그 시대는 훨씬 덜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야외에서 

보냈고, 종종 어른들 없이도 잘 놀았습니다. 친구들은 축구공으로 문을 두드리며 만났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전부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얼굴에서 젊음을 보았고, 사람들 속에서도 친구들의 

억양이 담긴 목소리를 찾아내거나, 친구들의 표정과 감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찾아와야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족의 위안을 받으며 집에 있을 때, 바깥 세상은 결코 억지로 들어와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화벽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상당히 복잡한 시대, 아바타나 소셜 미디어나 게임 플랫폼에 

포토샵된 사진으로 존재하는 친구들이 있는 시대, 그리고 수동으로 포착된 생각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즉시 들을 수 있는 시대인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 악, 추한 자의 

공간이 모두 있고, 어디에나 그들의 목소리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옵니다. 

 

 

제 아들은 디지털 시대의 아이입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디지털 화면은 단지 아이가 뻗는 한 가지의 

연장선일 뿐이고, 다가오는 미래의 기술과 아이와의 연결고리를 제가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이가 보지 못하는 

해로움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 모든 디지털 시대의 

교육 경력을 동원합니다. 저는 기술이 어떻게 어린이의 삶을 유혹하고 정상적인 가족의 보호를 

무너뜨리는지 보았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해를 끼지는 

경우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아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존감과 가족간의 

동력을 무너뜨리는 시초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술은 우리 부모들에게 진정한 휴식 버튼의 역할을 제공해 왔습니다. 디지털 화면은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맞이하는 형제간의 경쟁과 아이들이 주의를 끌기위해 내는 소음을 꺼줍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는 부모님이 쉬는 동안 길거리나 들판에서 친구들과 놀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서 놀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소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뱀에 물릴 수도 있다는 것, 낯선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 있고, 아무데서나 누구와 함께 놀 수 있습니다. 해외 살고 있는 새로운 13 살 친구는 하노이에 

사는 40 살짜리 소아성애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 모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국적,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신뢰하는 아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공유된 

사진은 말 그대로 누구의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일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 누군가를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BIS 생활 기술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터와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에서 그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얼마나 경계하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떤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사이버 친구는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온라인 친구가 밝히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신있습니까? 자녀를 온라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 어떤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술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제대로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사이버 활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자료와 조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bwise.ie/parents/advice-top-10-tips-for-parents/ 

 

https://ap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webwise.ie%2Fparents%2Fadvice-top-10-tips-for-parents%2F&data=02%7C01%7Cserah.oh%40bishanoi.com%7Cabee22692d6d4d4c6bb508d86c1481dc%7C7fc9707b9d8f4f6a856baeb848fef103%7C0%7C0%7C637378182646626316&sdata=eaSQSKKoI7jm9DYYHzGek%2FCui7QKNP4%2BJxhPXkRkJzs%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