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onsumer Action Guide 

SNS 플랫폼이 만들어낸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수
많은 장점들을 갖고있다 - 새 친구 만들기, 재미, 
정보공유 등등. 하지만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
들은 자칫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본 안내서는 SNS에 과잉 공유할 
경우의 위험성과 대중적인 SNS 플랫폼들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개인정보를 보안하는 방법들을 제
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터넷과 SNS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지인들, 혹
은 낯선 사람들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다. 이는 커뮤니티를 이루는 큰 역할을 하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정보 공유의 제한을 두는 것
을 현명하고 바람직하게 여긴다.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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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도 있다:

n 개인 스케줄 및 여행계획

n 생년월일 및 어머니의 성

n 자녀들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n 결혼유무 혹은 개인 재무정보

n 파티를 즐기는 개인 사진

가족이나 친구같이  관중을 제한하여 공유하는 정
보는 안전하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나 의도치 
않은 관중들과 공유되는 정보는 괴롭힘, 원치 않
은 관심, 부정적 이미지, 좋지 못한 전문적 파문 , 
스토킹, 신분도용 등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

다행이도 SNS 문화가 진화하여 사용자 본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 공유를 필요한 만큼 제한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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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수준
어떤 개인정보가 통제 가능하며, 어떤 부분이 선
택적으로 맞춤형인지는 SNS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느 플랫폼은 나의 관중을 선택 할 수 
있다. SNS를 시작하기전에 어떤 정보공유 제한이 
가능한지 이해해야한다. 만약 제시된 개인정보 통
제가 만족스럽지 못 한다면 나에게 맞는 다른 
SNS 플랫폼을 선택하는게 현명하다.

개인 제한 가능한 전형적인 영역:

n 개인 프로필 내용 (누가 나의 개인정보 - 주소, 
관계 상태, 연락처 볼 수 있는지 설정 가능)

n 일반 관중 (프로필 접속이가능한 사람들)

n 제한된 콘텐츠 접속 가능한 관중 (특정한 트
위트, 사진, 스토리, 비디오 등)

n 사진 태그하기 (본인 이름이 태그 되거나 본
인이 찍힌 사진)

n 위치정보 공유 (포스트 공유할 때 위치정보가 
포함될 경우)

n 활동 상태 (본인이 마지막으로 SNS에 활동했
던 시간 공유)

이 같은 전형적인 개인정보 제한 영역 외에도 각 
플랫폼 마다 다른 제한 영역이 포함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제한 옵션을 알기 위한 방법은 해당 플
랫폼에 “개인정보 (Privacy)” 혹은 “도움 (Help)”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 
창에 “[SNS 플랫폼 이름]” 더하기 “개인정보” 혹은 
“개인정보 설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유용한 
팁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SNS 플랫폼 중 제한이 불가능한 개인정보
도 있다. 플랫폼 내에 데이터 수집(혹은 공유)는 
바꿀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한 제약들이 불만족적이면 이러한 플랫폼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개인정보 맞춤설정하기
모든 SNS 계정들은 개통 시 가장 기본의 개인정
보 설정으로 시작한다. 첫 게시물을 포스팅 하기 
전에 (트윗 등)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설정을 맞춰놓는것이 좋다. 이는 개인 계정에 로

그인 한 뒤 “개인정보” (Privacy) 혹은 “설정” 
(Setting) 페이지 (“장치” 아이콘 혹은 “도구” 아이
콘 이나 도움 (Help) 혹은 지원 (Support) 페이지 
에서 네트워크의 특색과 도구들을 파악할 수 있
다).

다음은 대부분의 SNS 플랫폼의 개인정보 맞춤 설
정을 하기 위한 기본 정보와 팁을 간추리고, 이는 
온라인 검색 창에 SNS 플랫폼의 이름과 “개인정
보 설정 (Privacy Settings) 혹은 개인정보 팁 
(Privacy Tips) 와 같은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페이스북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 페이스
북은 사용자들이 가족,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와 
자신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와 연결
할 수 있다. 특정한 프로필 정보 - 이름, 프로필 사
진, 커버 사진, 성별, 사용자 이름 - 이 공공에 공
개된다. 사용자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맞춤 설정 
할 수 있다 - 프로필/포스팅 관중, 타임라인 관중, 
친구추가 가능한 “친구”들, 어플들이 수집 가능한 
정보, 프로필 검색 여부 등등. 또한 사용자들은 다
른 사용자 (친구)들을 “취소”하거나 “거부”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체크업은 중요한 개
인정보 설정을 확인 가능하며 (페이스북 웹사이트
에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 아이콘을 클릭한 
뒤 “프라이버시 체크업” 을 선택한다. 같은 “?” 아

https://www.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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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에서 프라이버시 쇼트커트 (https://www.facebook.
com/privacy/)에 접속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 와 보안 
옵션을 확인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체크업 을 어
플로 접속하고 싶다면, 오른쪽 하단에 메뉴를 선
택한 뒤 “설정 과 개인정보” (Setting and Privacy) 
를 선택, 중요한 설정을 확인하기 를 선택한다. 프
라이버시 쇼트커트 는 설정 과 개인정보 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팁: 대부분의 어플과 웹사이트들은 페이스북 계정
으로 로그인 가능하다. 해당 어플이 어떠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떤 접속 요청을 수락하는
지, 그리고 어떠한 불필요한 옵션을 제한하는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페이스북을 통하여 타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공유되고있는 정보를 페
이스북 설정 페이지의 어플과 웹사이트 (Apps 
and Websites) 페이지에서 제약 할 수 있다.

인스타크램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 인
스타그램은 사진과 비디오 공유 (페이스북 소유) 
어플이며 사용자들이 사진과 짧은 영상들을 팔로
워들에게 공유 하고, 그 팔로워들이 그 사진과 영
상에 댓글과 좋아요를 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누
구나 프로필 사진과 “스토리” (24시간 뒤 공유된 
사진/영상이 삭제되는 기능)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개인계정” (Private Account)로 돌려서 팔
로워들만 볼 수 있게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는 팔
로워를 지우기, 활동 상태 숨기기, 댓글 통제, 포
스팅 공유 통제, 다른 어플 (페이스북, 트위터, 텀

블러등) 과 공유 통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개인정보 제한과 상관없이 다른 유저들은 프로
필의 바이오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비디
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인
스타스램 개인정보 설정은 모바일 어플로 접속할 
수 있다; 왼쪽 하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고 (3선 아이
콘) 설정 (Settings)를 선택하여 개인정보, 보안, 
또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포스트  
(사진 혹은 영상)들은 추가 설정 옵션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도움 센터 (https://help.instagram.
com/196883487377501) 와 개인정보와 보안 센터 (https://
help.instagram.com/285881641526716)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팁: 팔로워가 아닌 타인이 차단되지 않은 아무 계
정을 자신의 사진과 영상에 태그 할 수 있다. 태그
된 모든 사진/영상이 공유의 대상이 아닌 이상 태
그된 포스팅을 본인의 프로필에 추가되는 것을 수
락하거나 거부 할 수 있다 (어플에서 설정 선택 후, 
개인정보 로 들어가 태그 를 선택한 뒤 태그 수동 
허락 을 선택한다). 

링크드인 - LinkedIn (https://www.linkedin.com/): 링크드
인은 이력서를 공유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다른 직장인들과 네트워킹 하고, 자신
만의 브랜드를 쌓을 수 있고 원한다면 새로운 직
장을 찾을 수 도 있다. 사용자는 다수의 보안설정, 
개인정보 및 공유 대상 (프로필, 이메일 주소, 관
계, 등) - 로그인 정보, 팔로우 대상, 그리고 플랫폼 
정보 사용 수단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 본인이 
어느 계정을 팔로우 하는지, 누구를 추천하는지, 
혹은 어떤 정보 업데이트를 하는지 공유하기 싫다
면 활동 상태 (Activity Broadcast)옵션을 비활성
으로 설정해야한다. 만약 사용자의 네트워크 밖의 
사용자들이 사용자의 업데이트를 확인불가 시키
고 싶다면 구독 옵션을 제한하는 설정을 “Choose 
who can follow your updates” 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팔로워들을 제한하기보다 특정한 
상대의 프로필 확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같
은 설정은 다음 개인 계정 개인정보 설정: 개요 페
이지에서 (https://www.linkedin.com/help/linkedin/answer/66) 상
세히 확인 할 수 있다. 개인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
은 다음 링크에서 설정할 수 있다: https://www.linkedin.
com/psettings/.

https://www.facebook.com/privacy/
https://www.facebook.com/privacy/
https://www.instagram.com
https://help.instagram.com/196883487377501
https://help.instagram.com/196883487377501
https://help.instagram.com/285881641526716
https://help.instagram.com/285881641526716
https://www.linkedin.com/
https://www.linkedin.com/help/linkedin/answer/66
https://www.linkedin.com/psettings/
https://www.linkedin.com/p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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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타인의 프로필 확인을 비밀로 하고싶다면 프로
파일을 개인프로필로 바꿔야한다. 이 설정은 설정 
페이지의 개인정보 메뉴 아래 “viewing options” 
에서 확인 가능하다.

핀터레스트 - Pinterest (https://www.pinterest.com/): 핀터
레스트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시각 지향적인 플랫
폼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선택한 관심있는 이미지 
(대개 테마에 맞는 이미지들)이나 영상을  사용자
의 보드 (board)에 “핀”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
이 핀 한 이미지나 영상을 확인 할 수 있거나 보드
를 공유할 수 있다. 다른 SNS 플랫폼과 달리 핀터
레스트의 개인정보 설정은 아주 단순하다. 사용자
들은 본인의 보드를 검색 사이트로부터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내가 “핀” 한 내
용을 ‘시크릿 보드’에 핀 함으로서 비공개 설정으
로 돌릴 수 있다. 또 이러한 옵션들은 사용자의 프
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
고 싶다면 핀터레스트의 도움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help.pinterest.com/en/article/edit-account-privacy.

팁: 핀터레스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타사 응용 
어플들은 사용자의 웹사이트 및 어플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보이는 맞춤 광고를 제시한
다. 만약 맞춤광고보다 (맞춤광고로인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싫다면) 랜덤 광고를 선호
한다면 Use Info From Our Ad Partners 탭에서 
“No” 설정을 선택한다.

스냅챗 - Snapchat (https://www.snapchat.com/): 스냅챗
은 사진 혹은 영상에 글씨나 그림을 입혀서 메시
지를 주고받으며, 보낸 뒤 몇 초, 스토리일 경우 
24시간 내에 지워지는 메시징 어플이다. 이러한 
짧은 “스냅” 들은 잘못된 보안 감각을 두각 시킨다 
(예를 들어 보낸 메시지가 사라지는 이상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사용자들은 개인
정보 맞춤 설정을 꼭 확인해야한다. 기본으로 사
용자가 추가한 친구들과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
다. 하지만, Quick Add 설정을 비활성화 시키면 
내 프로필이 다른 사람들의 “친구추천 리스트” 
(suggested friends list)에 뜨지 않는다. 만약 원
치 않은 타인의 친구리스트에 추가된다면 그 사용
자를 프로필에서 차단시킬 수 있다: 수락된 친구 
(Added Friends) > 나를 수락한 친구 (Added 

Me). 사용자의 위치정보 “스냅맵” 은 스냅챗 사용 
중에만 업데이트 되며, 원하지 않는다면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들은 고스트 모드 (사용자의 
위치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음), 친구 선택 (선택
된 친구들만 확인가능) 그리고 내 친구 (내가 추가
한 모든 친구들)로 나뉘어진다 (https://support.snapchat.
com/en-US/news/ghost-mode-timer). 개인 계정에 대한 개인
정보 옵션은 스냅챗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
다 (https://support.snapchat.com/en-US/article/privacy-settings2).

팁: 스냅챗은 비영구적인 환각심을 이르키지만 메
시지를 받은 사람이 스크린샷을 찍을 경우 그 사
진을 소유 혹은 공유 할 수 있다. 스냅샷은 스크린
샷이 찍힌 즉시 보낸 사람에게 알림을 보낸다. 알
림을 통해 스크린샷을 찍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메
시지를 보낼 것 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알림
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온라인 튜토
리얼들 중 보낸 사람에게 알림이 보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설정 또한 존재한다. 

텀블러 - Tumblr (https://www.tumblr.com/): 텀블러는 블
로깅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이미지, GIFs, 영상, 
음악, 글, 링크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제한된 개인정보 설정이 허락되며 
이는 활동 상태 정보, 이메일을 통한 검색 방지, 검
색 사이트 검색결과로부터 블로그 숨기기, 그리고 
타사 응용 어플의 텀블러 정보 공유 방지 기능 등
이 있다. 텀블러의 개인정보 설정에 대한 정보는 
도움 센터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tumblr.zendesk.com/hc/en-us.

팁: 사용자의 기본 블로그 - 텀블러 계정을 열었을 
때 기본설정되는 블로그 - 는 공개 계정이며 비밀
번호로 보호되지 않는다. 더 많은 개인정보 설정
을 원한다면 보조 블로그를 설립하고 비밀번호 보
안 설정을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갖고있는 방문객
이나 선택된 멤버들만 블로그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하다.

트위터 - Twitter (https://twitter.com/): 트위터는 사용자
들이 “트윗”이라는 짧은 메시지 (280자)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는 링크나 사진, 혹은 영상까지 포함
한다. 기본설정으로 설립된 트위터 계정은 공개 
계정이며, 이는 사용자의 트윗과 기본정보는 아무
나 다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돌릴 수 있으며 이는: 선택된 트위

https://www.pinterest.com/
https://help.pinterest.com/en/article/edit-account-privacy
https://www.snapchat.com/
https://support.snapchat.com/en-US/news/ghost-mode-timer
https://support.snapchat.com/en-US/news/ghost-mode-timer
https://support.snapchat.com/en-US/article/privacy-settings2
https://www.tumblr.com/
https://tumblr.zendesk.com/hc/en-us
https://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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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저들만 구독 혹은 트윗 확인 가능하고; 공개 
되었을 때 보여진 트윗들도 공개트윗에서 비공개
로 전환되고; 앞으로 포스팅 될 트윗들은 검색 엔
진들의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리트윗이 안되
며; 다른 사용자의 포스팅에 단 댓글도 비공개로 
전환된다 (선택된 사용자들은 확인 가능). 개인정
보에 대한 설정은 개인정보와 보안 섹션에서 설정
할 수 있다 (https://twitter.com/settings/safety) 같은 섹션에
서 위치정보 설정도 함께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트윗 마다 보안 설정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링크
된 How to Control your Twitter Experience 페
이지에서 사용자가 제한 할 수 있는 설정들이 제
시되어 있다 (https://help.twitter.com/en/safety-and-security/
control-your-twitter-experience).

팁: 만약 특정 단어 혹은 숙어들을 리스트에 추가
하면 이들을 포함한 트윗 자체가 필터링 된다. 이
는 설정 과 개인정보 메뉴에서 Muted Words 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계정을 차
단 혹은 “mute” 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사용자
를 차단하면 그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지만 그 계
정을 “mute” 시킨다면 알림이 가지 않는다.

유튜브 - YouTube (https://www.youtube.com/):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이다. 비디오를 업로드 시키면 

이는 기본적으로 공개 개정으로 올려지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비공개 영상, 혹은 
미등록 영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 비공개 영상
은 사용자의 채널이나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으
며 본인이나 선택된 사용자들만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영상은 그 영상의 링크를 갖고있는 사람만
이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도 달 수 있다. 미등록 영
상은 사용자의 비디오 탭에 등록되지 않으며 유튜
브 검색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
가 미등록 영상을 공개 플레이리스트에 올린다면 
검색결과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타인이 
당신의 개인정보 혹은 허락되지않은 당신의 비디
오를 올리고, 이를 지울 의향이 없거나 혹은 그 사
용자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다면 유튜브를 통하여 
특정 비디오나 컨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1895). 유튜
브의 개인정보와 보안 센터 페이지에서 관련정보
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
topic/2803240).

팁: 당신의 역사 보기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지 않
다면 동영상의 “공유” 혹은 “좋아요” 와 같은 버튼
들을 클릭하면 안된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공유
하고 싶다면 공유 대상을 선택해야한다.

https://twitter.com/settings/safety
https://help.twitter.com/en/safety-and-security/control-your-twitter-experience
https://help.twitter.com/en/safety-and-security/control-your-twitter-experience
https://www.youtube.com/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1895
https://support.google.com/youtube/topic/2803240
https://support.google.com/youtube/topic/28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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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모범 사례
1. 실사를 하라. 사용하고 싶은 SNS플랫폼의 개인
정보 정책을 확인한 뒤 계정을 설립 해야 하며, 어
떠한 개인정보가 어느 기계에 어떻게 쓰여지며 개
인의 개인정보 공유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사용자들은 당사의 정보 수집에 대
한 제한 권한은 없지만 타사 응용 어플과의 개인
정보 공유, 맞춤 광고, 혹은 위치정보같은 설정은 
제한 할 수 있다. 만약 계정을 설립했다면 당사의 
알림을 다 확인하여 정책 변경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정책 변경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계정 
탈퇴를 하거나 어플을 제거해야한다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는 다운로드 한 뒤 제거/탈퇴하도록 한
다).

2. 신중하라. 프로필을 작성할 때 모든 사항을 자세
히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당신의 생일이나 학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
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알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
로 사기꾼이나 도둑들이 관심 갖을 만한 사진 - 여
행계획, 새 차, 집 안 구조 등 -들은 공유하지 않는
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포스팅한 게시물에 대
한 제한 권리는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3. 공유하기전에 생각하라. 당신이 올린 게시물, 트
윗, 영상 등이 세상에 공개 되었을 때 반향 되는 것
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대중 이상에게 공유
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올리기 전에 이 두가지 질
문을 생각해보자: “나의 부모, 배우자, 선생님, 동
기, 대학 심사원, 법 집행원 (경찰 등등) 등이 이 포
스트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도둑이나 다른 범죄
자들이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당신의 전자 
평판을 보호하자 -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 하
는 사람들이 당신의 SNS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로 당신의 평판을 판단할 수도 있다.

4. 친구들에게도 알리자. 당신의 진정한 친구들은 당
신과 당신의 개인정보 보안을 존중해준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개인정보 경계선을 알리고 존
중하도록 부탁한다. 만약 타인의 SNS에 당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가 된다면 그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해야한다. 만약 거절한다면 해당 
SNS 플랫폼내에서 원하지 않는 포스팅을 지우는 
정책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적은 것이 때로는 유익하다. 잘 모르는 사람의 친
구 요청을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수락하지 않
는다. 대신 당신의 리스트들을 큐레이팅하여, 원
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팔로워들과 정보를 공유하
지 않는다. 당신의 팔로워가 늘 수록 당신의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점을 명심하자. 
또한, 당신이 공유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 또한 공
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또, 쓰지 않는 
SNS계정들을 삭제하여 해킹당 할 위험성도 줄여
보자).

6. 침입자들을 차단하자. 가능한 도구나 보안 사례들
을 통하여 침입자들로부터 당신의 개인 계정과 기
계들을 보호하자. 복잡한 비밀번호 (맞추기 힘든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적용하라. 각 SNS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라 (LastPass나 1Pass-
word 같은 비밀번호 관리 어플은 수많은 비밀번
호를 관리해준다). 2단계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다 
(로그인시 비밀번호가 당신의 기계로 보내진다). 
핸드폰은 항상 잠그거나, 정해진 시간 뒤 저절로 
잠긴 뒤 비밀번호로 잠금 해제 하도록 설정한다.

7. 당신의 행방은 비밀로 한다. 당신의 위치를 SNS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난 주에 
하와이를 다녀온 사실을 공유 하는 건 괜찮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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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공항에 도착한 사실이나, 마우이로 2주간 
여행을 떠나는 중 이라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스토킹이나 강도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SNS 어플의 GPS 위치 추적은 꺼두고 
불필요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8. 유혹을 견뎌라. 당신을 유혹하는 스토리는 그냥 
클릭 베이트 (클릭을 위한 미끼) 일 수도 있다. 낯
선 링크는 바이러스나 당신의 정보를 캐가는 스파
이웨어일 가능성이 높다. 퀴즈나 게임, 쿠폰같은 
유혹들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 
일 수도 있다.

추가 정보
StaySafeOnline.org 의 개인정보 관리설정 페이
지(https://staysafeonline.org/stay-safe-online/managing-your-privacy/
manage-privacy-settings/) 는 대부분의 기계와 검색 엔진, 
그리고 SNS등의 개인정보제한을 설정하는 방법
을 포함한다.

텍사스주립학교의 신분 센터 웹사이트 (https://identity.
utexas.edu/everyone/how-to-manage-your-social-media-privacy-
settings) 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링크드인,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개인정보 관리방
법을 포함한다. 

FightingIdentityCrimes.com 의 SNS 보안 센터 
(https://www.fightingidentitycrimes.com/social-media-education-
center/) 는 SNS의 세부적인 개인정보 개요 (수집된 

정보 밑 위험성, 위험성 우려, 등) 와 가장 인기있
는 8개의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제한을 설정 하는 
법 (링크들)을 포함한다.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Online Guide to Practical Privacy Tools (https://
www.epic.org/privacy/tools.html) 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안티 바이러스 보호 시스템, 비밀번호 관
리 시스템과 VPN 소프트웨어 정보에 대하여 가
르쳐준다.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nder-
standing Mobile Apps page (https://www.consumer.ftc.
gov/articles/0018-understanding-mobile-apps) 는 어플에 관하
여 이해해야할 요소들 및 개인정보와 보안 관리하
는 법을 가르쳐준다.

ZDNet’s tips for iOS (https://www.zdnet.com/pictures/
new-to-ios-11-change-these-privacy-and-security-settings-right-now/)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 (https://www.zdnet.com/
pictures/android-phone-tablet-privacy-security-settings/)은 기계별 
보안 설정을 알려준다. (또한 당신의 기계의 지원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 예를 들어 https://
support.apple.com/iphone 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보안설
정 확인 가능. 혹은, 검색 창에 “How do I change 
the privacy settings on a [기계 타입 - 안드로이
드 혹은 아이폰]?” 검색 가능하다.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s Pri-
vacy Enforcement and Protection Unit’s How 
to Read a Privacy Policy guide (https://www.oag.
ca.gov/privacy/facts/online-privacy/privacy-policy) 는 소비자들이 
각 회사별 수집하는 정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단체이지만 주
거지에 상관없이 유용하다).

컨수머 액션 자료
Fake News: Recognizing and stemming mis-
information (https://www.consumer-action.org/english/articles/
fake_news) 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미
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당신이 보고 들
은 뉴스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경계 하세요!온라인 비디오와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 
(http://www.consumer-action.org/modules/module_social_media_
streaming) 는 비디오스트리밍이 미치는 개인정보 문
제와 이로부터 보호하는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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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
회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성
과 재정적 번영을 장려하는 강력한 소비자 권
리와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 소비자 불만은 https://
complaints.consumer-action.org/forms/english-form 에서 
제출하거나 415-777-9635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세요-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https://www.
consumer-action.org/korean/articles/put_a_lock_on_it_protecting_
your_online_privacy_korean) 는 기본적인 안전한 온라인 
접속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다.

개별화된 개인 정보 보호: 페이스북 설정의 최적화 
(https://www.consumer-action.org/korean/articles/facebook_privacy_
controls_kr) 를 이용하면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계
정 보안,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팁을 제공한다.

 

가이드 제작
이 가이드는 페이스북의 협력으로 컨수머 
액션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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