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소셜 미디어 앱 12 개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와 기술을 따라가는게 버겨우신가요? Common Sense 미디어 의 부모님의
최고 안내서는 부모님께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 최근 출판물과 유행들에 대한 부모님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새로운 앱이 십대 자녀에게 안전한지 또는 인기있는 게임이 잔혹한 내용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Common Sense 가 도울 수 있습니다. (찾는 정보가 없다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1.

인스타그램. 가장 인기있는 영상 공유 플랫폼중 하나로서 문제의 온상이 될 수도 있지만 설정시의 지도, 사용
제한, 내용과 의견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연결되고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유튜브. 가족들이 유튜브 채널의 내용, 질, 적절한 연령대에 관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
Common Sense 에서 채널에 대한 방송매체의 리뷰를 보시거나 질의응답(FAQs)을 살펴보세요.

3.

Fortnite. 선수(게임 참가자)들은 이 인기있는 비디오 게임에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는게 안전할까요? 부모님들의 게임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과
안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4.

Snapchat. 이 인기절정의 앱은 사라지게될 메시지들을 사용해 아이들이 간단하게 매일의 순간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해줍니다. SnapChat 에는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자녀가 스넵쳇을 사용할
경우 부모님께서 이에 관해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5.

틱톡(TikTok). 이 무료 앱은 아이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시청하고, 만들고, 공유하도록
해줍니다. 개인 정보 보호(Privacy) 설정은 자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안전하게 이 앱을
사용하도록 이 앱에 관해 좀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6.

Discord. 빠르게 성장한 게임 참가자들을 위한 인기있는 대화앱으로서 다른 소셜 네트워크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자녀에게 안좋을 수도,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십대들이 무제한 대화를 피해 자신의 친구를
제외한 타인과의 접촉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 대한 전체 리뷰와 예상질문과 답을 읽어보세요.

7.

Twitch. 이 온라인 생중계 방송 앱은 자녀가 - 게이머들이 Fortnite 를 하는 것에서부터 러시아의 토크쇼와
중국의 누군가가 숙제를 하는 모습까지 –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불안하시나요?

8.

Roblox. 아이들이 다른 사용자들이 디자인한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며 모두 무료입니다. Roblox 게임 사용법과 자녀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세요.

9.

Apex Legends. Fortnite 의 조금 더 전위적인 버전인 Apex Legends 는 무료 게임으로 게임중 빠른 의사소통을 위한
“p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인, 유튜버, eSports 참가자들의 게임 홍보로
인해 10 대 초반 아동과 10 대들에게 매우 인기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답과 전체 리뷰를 살펴 보십시오.

10.

Steam. PC 게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부모님들께 다행스럽게도, Stream 은
자녀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 게임 플랫폼에 관해 좀 더 배워보세요.

11.

eSports. eSports 는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들에 들어와 있으며 10 대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정당화 시켜주며 대학 장학금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연관된 게임, 요구되는 훈련,
자녀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등 eSports 에 관해 좀 더 배워보세요.

12.

보호자 통제 기능. 보호자 통제(parental controls) 를 원하시나요? 어떤 옵션이 있죠? 잘 작동하나요? OS 설정에서
부터 감독 앱과 네트워크 하드웨어까지 - 다양한 종류의 자녀 보호 해결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Common Sense 미디어는 가족들이 즐겨찾기를 반드시 설정해야할 자원으로, 영화, TV 쇼, 책, 앱, 게임에 대한 수천개의 연령에
따른 리뷰와 자녀의 전자매체 시청 시간(screen time), 온라인 미디어, 디지털 시민의식 등과 관련된 이슈와 우려에 대해 가족들에게 시기
적절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좀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제공할 다음 DLD Daily Dozen 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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