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안전하고 즐거운 ‘유니세프체험관에ON’ 활동을 위한 가이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활동을 돕는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1.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리가 나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은 잠시 치워주세요.(핸드폰
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2. 온라인 수업 중 지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가 신
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살펴주세요.

3. 온라인 수업 후에는 학생들이 눈을 쉬게 하거나 간단히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온라인 수업 영상을 촬영 녹음하거나, 촬영물을 SNS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초상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바라며, 학습자에게도 이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니세프체험관에 ON 준비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업 준비를 사전에 완료해주시고, 수업 중
영상이나 소리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유니세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연락처: 02-724-8595)

〉

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UNICEF Safeguarding Policy (UNICEF 2019), UNICEF Online Safety Action (UNICEF 2020)
우리모두 함께해요 온라인 개학-아동편(아동권리보장원, 2020)

<어린이 청소년용>

안전하고 즐거운 ‘유니세프체험관에ON’ 활동을 위한 가이드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활동을 위해 함께 지켜야할 내용입니다. 시작 전 꼭 읽어주세요.

1. 온라인 상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할 때에는 비속어나 줄임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말과 글로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고 바른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의사소통 합니다.

2. 활동 시작 전에 꼭 핸드폰을 꺼 두며, 떠들거나 장난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온라인수업 중에는, 작은 소리라도 수업 진행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3. 온라인 활동 화면을 마음대로 촬영녹음하거나, 촬영물을 SNS 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목소리가 본인의 허락없이 촬영되거나, 밖으로 퍼지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나 자신과 친구들, 선생님 등 모두의 초상권을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체험활동 수업 후에는 몸을 잠시 쉬게 합니다.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집중을 하고 난 후에는 눈을 쉬게 하고 간단한 체조로 몸을
움직이세요.

5. 온라인 활동 중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참지 말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유니세프체험 ON 활동을 통해 불편했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수업에 끝난 후라도,
유니세프 담당자 이메일 cp@unicef.or.kr 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살펴서 다음 수업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UNICEF Safeguarding Policy (UNICEF 2019), UNICEF Online Safety Action (UNICEF 2020)
우리모두 함께해요 온라인 개학-아동편(아동권리보장원,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