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안전 지침서(보호자용)
아이와
때문에
아직도 실랑이를 하시나요?

무료사용

자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자녀보호 (앱)」을 설치하세요 !
△

불법 유해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볼 수 없도록 차단 △ 위험문자메시지 감시

△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 사용통계 확인 △ 사용시간과 조정

△

클릭!
전화차단등 원격제어 △ 분실기기위치파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아이넷(greeninet.or.kr)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자녀보호 앱 종류 : 맘아이(momi) / 아이눈(i-noon) / 엑스키퍼(x-keeper) / 아이보호나라(ibohonarn)
FAMILY LINK / 키위 플레이 / 스카이 홈 / ZEM 등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서 우리아이를 지키려면 ?
구 분

범죄피해 사례 및 대처방법
<사

디지털성범죄

례> 랜덤채팅중, 문화상품권을 줄 것처럼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알몸사진 등을 요구

<대처방법>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지 않고, 개인정보, 몸사진 등 요구할 경우,
즉시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
<사

물품사기

비 고

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받은 후 연락두절

<대처방법> 거래 前, 사이버안전국, 더치트 싸이트 등에서 사기이력 검색
판매자에게 집적 만나서 교환하자고 요구 / 피해경우 경찰신고
(사기 판매자의 경우, 직접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사

사이버도박

게임아이템・
계정 사기

<대처방법> 아이가 못 보던 옷이나 고가의 신발, 휴대폰, 엑세사리 등을 하고
다니면 우선 의심 / 상담 필요

자녀앱 설치

<사

모니터링 필요

례> 게임아이템 판매・교환 / 게임 케릭터를 키워준다고 속이고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탈취

<대처방법> 교환전 아이디 등 사기 이력 검색 후 거래 / 피해경우 경찰신고
<사

저작권법위반

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스포츠경기 승패에 돈을 걸거나, 홀짝・사다리・
또는 카드・고스톱 등 게임

례> 영화, 드라마 등을 토렌토나 웹하드에서 무료로 다운・업로드

<대처방법> 토렌토 등 P2P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해킹당할 우려 및
추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 주의 당부
<사

파밍・스미싱

례> 지마켓 등 가짜사이트 개설, 이메일 등 개인정보 탈취 범죄이용,
악성프로그램 다운 받도록 유도 후 원격조정 계좌탈취
<대처방법> 사이트 주소 확인, 개인정보・계좌번호 절대 입력 금지
<사

랜썸웨어
지인사칭
메신저 사기

례> 열람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 열면 파일이 잠기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한 후 비트코인을 요구
<대처방법> 모르는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 정품 프로그램 사용
<사

례> 카톡 등 SNS를 이용하여 가족, 조카 등을 사칭, 계좌이체하는데
오류가 났다며 대신 입금을 요청
<대처방법> 당사자와 직접 전화통화 후 입금, 카톡의 프로필 사진 다시 확인

/
피해경우
경찰신고
또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