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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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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학부모님께
때 이른 무더위와 기상변화가 심한 가운데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SNS 등 소셜 미디어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자녀들의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자녀의
친구들이나 교사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녀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동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보호자가 올린 사진으로 디지털 세상에 신고식을 치릅니다.
아동이 12살이 되는 때면 이렇게 올려진 사진이 평균 1,165장에 달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일을 일컬어
셰어런팅(Sharenting)*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Barclays PLC,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

뉴욕주립대학교, 미국 FBI
SNS, 유튜브 등에 일상의 사진과 글, 영상을 올릴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
동이 사는 곳과 생년월일, 다니는 학교 등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 담긴 아동의 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다른 게시물에 담긴 정보와 조합되면 더욱 상
세한 개인정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심코 올린 아이의 일상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셰어런팅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유튜브에 가족 및 학교 관련 사진 공유 시 주의 사항





아이 얼굴이 구분될 수 있는 선명한 사진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 아이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사진은 올리지 말자.
아이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노출을 피하자.
다른 친구, 교사 및 교직원, 학교 정보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

영상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한다.
*뒷면에 회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등교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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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여 날인하신 후 학교 등교일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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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SNS, 유튜브에 가족 및 학교 관련 사진 공유 시 주의 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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