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의 정보 관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형, 온라인에서 완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정보의 유형, 자신이 온라인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일부 개인 정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각각 한 가지씩 알게 됩니다.



온라인 프로필과 스토리텔링

파트 1

설명 및 활동 안내

온라인에 공개된 여러분에 대한 정보는 여러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공유하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게시물과 같은 콘텐츠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프로젝션 화면으로 버락 오바마의 Facebook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오바마에 대한 가상의 부정적인 온라인 댓글을 프로젝션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읽어줍니다. 참가자에게 아래 댓글의 내용과 계정 자체가 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아래 댓글과 계정은 이 활동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1. @Luciano1782586: 버락 오바마는 손대는 것마다 망친다. 심지어 경제까지도!

2. @Artemis4062456: 오바마는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GPS가 없으면 백악관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없을 거야.

3. @Sergei5639876: 오바마 대통령은 조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외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할 사람이다.

질문

버락 오바마의 Facebook 페이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바마를 향한 부정적인 가상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오바마가 어떤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 기분이 나쁨,
웃길 수도 있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파트 2

설명 및 활동 안내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질문

여러분의 프로필을 읽을 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가 그 내용을 작성하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명 및 활동 안내

여러분 또는 공인(예: 음악/영화/TV 업계의 유명인,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예: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witter, WeChat)을 살펴보세요.
프로필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예: 사진, 동영상, 텍스트 기반 게시물)를 몇 개
선택하세요.

질문

누가 게시물을 작성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댓글이 있었나요?

각 게시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어떤 정보가 누락되었나요?



과제

과제

과제

참가자들에게 이전 활동에서 검토한 게시물을 바탕으로 몇 단락을 작성하고 다음
질문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계정 소유자가 주로 관리하는 콘텐츠 유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1. 제안 답변: 내 사용자 이름, 내 상태 업데이트, 내 게시물/공유/트윗, 내가 스토리
또는 함께한 순간에 업로드한 사진 또는 동영상,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콘텐츠에 내가 남긴 댓글.

여러분/계정 소유자가 주로 관리하지 않는 콘텐츠 유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1. 제안 답변: 내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댓글(예: 내
스토리, 함께한 순간, 상태 업데이트, 트윗),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콘텐츠, 내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친구/팔로워/연결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작성한 콘텐츠가 어떤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즉,
이러한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제안 답변: 태그 삭제, 콘텐츠를 공유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삭제하도록 요청, 해당
사용자 차단, 안전에 대해 걱정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이야기, 플랫폼에
따라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콘텐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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