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 이들과 그 밖의 소셜 미디어들 대부분은 “연결된” 소비자들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이름들 입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청소년 및 성인 모두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공유는 재미있고 보람된 것일 수 있지만 공개 내용 및 대상에 대해 조심하지 않을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공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

울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개인정보를 유지하며 소셜 미디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예를들어 애완 동물이 귀여운 행동을 하는 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은 부

정적인 결과없이 전 세계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을 알리는 것과 같은 그 밖의 내용들은 위험이 따를 수 있

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첫번째 단계는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다음의 

메시지들에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소셜 미디어
개인정보 보호하기 

“좋아요” 를 누르면 안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사라는 

일주일간의 휴가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트위터를 

하와이로부터 보냈습니다. (사라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희망하는 조는  

“내가 일하는 회사는 직원들을 노

예처럼 취급한다!”라고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게시했습니다. (조의 

상사가 직장 동료의 페이스북 페

이지에서 조의 게시물을 보았고 

조의 미래에 승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대학 입학 원서를 보낸 

17살의 고등학교 졸업반인 제니

스는 친구의 파티에서 자신이 맥

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

그램에 올렸습니다. (제니스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은 지원자

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조사하

며, 미성년자 음주와 같이 의심스러운 행동에 동참하는 학

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리카르도는 생일 축하를 받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의 프로필

에 생일 날짜와 고등학교 졸업 

연도를 (“82년도 졸업생”) 함

께 게시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신본 도용의 희생자가 되었습

니다. 누군가가 그의 본명과 게

시물에서 수집한 그 밖의 정보

와 함께 그의 생년월일을 알아 낼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

를 이용해 그의 계좌들 중 하나에 접근하는데 성공 했습

니다.) 

컨수머 액션(Consumer Action) 간행물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친구 및 가족과의 연락 또는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홍보 등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만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하며 특히 의도치 않은 청중에게 보여

질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때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해진(기

본 설정) 청중 설정을 본인의 기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옵

션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각각의 항목

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유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정보 공유 옵션에 대해 알아보시

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이들 설정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과신하지는 마십시오. 청중

을 제한 하는것이 공유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에 추가하는 게시물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

하며 여러분이 그들과 공유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복사해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해 사진, 계정 프로필 그리고 기타 정

보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

다. 어떤 것을 공유하기 전에 고용주, 고객, 동료, 선생님, 정

부기관, 집주인, 보험 회사, 조부모님 등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청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의 재한 정도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들은 절대로 공유하

지 마십시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생년월일 또는 신분 증명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기타 정보

●개인 집주소 또는 전화번호

●본인의 현재(실시간) 소재 또는 본인을 추적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집이 비어 있다거나 본인이나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정보

청중 선택



여러분의 컴퓨터를 바이러스 혹은 데이터를 훔치는 스파이

웨어에 감염시킬 수 있는 모르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들을 켜거나 깨우기 위해 로그인 암호 

또는 PIN을 요구하도록 설정하십시오.

복잡한 계정 암호(최소 8자리의 숫자, 문자, 기호의 혼합)를 

생성하고 정기적으로 바꾸십시오. 모든 계정에 동일한 암호

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애완 동물이나 자녀

의 이름을 공유할 경우 이들을 암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안 질문을 선택하는 옵션이 주어졌을때 그에 대한 답을 아

무도 모르는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공용 컴퓨터로 계정을 조회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십

시오. 본인의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에서도 로그아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우저가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옵션을 표시할 경우 이

를 거부하거나 브라우저의 환경 설정 혹은 선호에 있는 보

안, 암호, 동기화 또는 자동 완성 탭의 해당 상자를 선택/취

소 하십시오.

보안 소프트웨어(암호화, 방화벽, 안티 바이러스/안티 스파

이웨어 프로그램 등)를 활성화하고 업데이트 하십시오.

본인의 장치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업체

의 개인정보 방침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사용자 평가와 개인정보 방침을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만들어진 앱이 아닐 경우 다운 받

지 마십시오. 

방침 변경을 놓치지 않도록 소셜 네트워크나 앱으로부터 받

는 모든 안내물을 읽도록 하십시오. 방침 변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계정을 취소하시고 앱을 지우십시오.

개인정보 설정 개인화

본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 설정 또는 환

경 선호라는 이름의 섹션을 찾거나 도움 기능을 이용

해 해당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과 도구를 찾아보고 이

해하도록 하십시오. 이외에 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웹사이트나 앱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해당 소셜 네트워

크의 고객 지원에 연락 또는 해당 “커뮤니티”나 “포럼”

에 질문 하시거나 그 질문을 온라인 검색 해보십시오(

예: “[소셜 네트워크 이름]” 개인정보 설정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기에서 누가 여러분의 프로필을 볼 수 있고 연락할 

수 있으며 공유 내용을 볼 수 있는지를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필요할 경우 공유하는 각 개별 항목의 청중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활용하시고 본인 정보의 노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은 “친구취소” 또는 차단

을 하십시오. (기존 게시물의 청중을 바꾸거나 완전히 

삭제한다 할지라도 사적임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공유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청중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방법들

이 있습니다.

다음은 16가지의 효과적인 주의사항들 입니다.

프로필을 작성할 때 모든 빈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십시오. 이들 모두는 선택사항입니다.

“친구” 또는 “팔로우어”를 늘리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의 요청이나 초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사

람들로부터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나 도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나 사진 - 

새로 구매한 본인의 스포츠카 또는 집 내부 등 - 혹은 여행 

계획 공유 등을 삼가하십시오.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퀴즈, 게임, 쿠폰 제공 또는 그 밖

의 유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이들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귀찮은 마케팅 활동과 심지어 사기에 노출시키게 됩

니다.



앱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섹스팅에 관한 경고 포

함) 행동들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계좌에 

대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 “자녀 보호(parental 

controls)” 기능 활용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온라인 

대화를 관찰 하십시오.

고용주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따르십시오.

앱 관리

일반적으로 말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인 앱은 

연락처와 메시지를 포함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앱들은 이러한 정보 및 사용자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소셜 미디어 앱 설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

어 웹사이트의 설정, 환경 선호 또는 도움 섹션에서 

앱, 데이터 공유 혹은 이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 보십시

오. 그런 다음 해당 설정을 여러분이 만족하는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십시오. 앱이 소셜 미디어 밖에서 수집

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관리하시려면 앱 내부의 직접적

인 설정을 살펴 보십시오. 앱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사

용 방침을 읽어 보신 다음 이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해

당 앱을 삭제하고 다른 앱을 찾아 보아야 할지를 결정

하십시오.

관련 자료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상의 안전 유지 방법에 관

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의 링크들을 방문하시

기 바랍니다.

StaySafeOnline.com [https://www.staysafeonline.org]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social networking privacy) 
[https://www.privacyrights.org/social-networking-privacy-how-be-safe-
secure-and-social]

Google Safety Center [https://www.google.com/safetycenter/] 

Online Safety Institute (good digital parenting) [https://
www.fosi.org/good-digital-parenting/] 

OnGuardOnline.gov (protect kids online) [http://www.
onguardonline.gov/topics/protect-kids-online] 

Common Sense Media (responsible social media for 
youth) [http://www.commonsensemedia.org/blog/talking-about-
sexting]

TrustArc (mobile app privacy tips) [https://www.trustarc.com/
blog/2011/04/27/5-privacy-tips-for-mobile-app-users/]

How to read a privacy policy [http://oag.ca.gov/privacy/facts/
online-privacy/privacy-policy] 

CNET (protecting your online reputation) [http://www.cnet.
com/how-to/how-to-manage-your-online-reputation-for-free/] 

CTIA-The Wireless Association (mobile device safety) 
[https://www.ctia.org/consumer-resources/protecting-your-data] 

AARP (cyberproofing your phone) [http://www.aarp.org/
home-family/personal-technology/info-2014/cyberproof-stolen-
phone-kirchheimer.html]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sing public Wi-Fi 
safely) [http://www.consumer.ftc.gov/articles/0014-tips-using-public-
wi-fi-networks#Mobile] 

Apple (Mac) [http://www.apple.com/support/osx/passwords/] or 
PC [http://pcsupport.about.com/od/tipstricks/ht/newxppassword.
htm] (how to set your system to require a login password 
or PIN to start or wake up)

ConnectSafely (creating strong passwords) [http://www.
connectsafely.org/tips-to-create-and-manage-strong-passwords/] 

PasswordsGenerator.net [http://www.passwordsgenerator.net] 

PCMag.com (“best” free password managers) [http://
www.pcmag.com/article2/0,2817,2475964,00.asp]

컨수머 액션(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다양한 언어의 소비자 교육 출판물, 지역 

사회 봉사 활동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춘 옹호 등을 통

해 전국의 사회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소비자 불만을 이곳으로 제출하십

시오: https://complaints.consumer-action.org/forms/
english-form 또는 415-777-9635 (중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상담)

이가이드는...

이 간행물은 Rose Foundation의 자금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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