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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안전 

소개 
인터넷 사용은 많은 사람에게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누가 
자신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독자가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안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담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전역 
핫라인 24시간 연중무휴 전화 1-800-838-8238, 문자 804-793-9999, 
채팅(vadata.org/cha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 브라우징 및 기록 삭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시크릿창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크리트 창은 인터넷 사용 기록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이는 귀하가 방문하는 사이트나 검색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치가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링되는 경우(예: 스파이웨어, 
비디오 녹화 등) 브라우징 개인 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개인 창을 열고 
기록에서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브라우징 화면의 
경우, 작업이 끝나면 데스크톱과 모바일 장치 모두에서 브라우징 화면을 
종료해야 합니다. 

구글 크롬 
비공개, 즉 “시크릿(Incognito)” 창을 열려면 컴퓨터에서 다음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 윈도우즈. 리눅스, 크롬 운영체제 컴퓨터의 경우 “Ctrl”, “Shift”, “N”을 
동시에 누릅니다.  

https://vadata.or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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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운영체제의 경우 "⌘"(command/cmd), “Shift”, “N”을 동시에 
누릅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시크릿(Incognito)” 탭을 열려면 크롬 아이콘을 누른 채로 
“새 시크릿(New Incognito) 탭”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톱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려면 키보드 단축키 “Ctrl”과 “H”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기록에서 삭제할 개별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우려는 항목의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삭제(Delete)”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려면 크롬 앱을 엽니다. 메뉴를 
클릭한 다음 “기록(History)”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개별 항목을 길게 
탭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크롬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모질라 파이어폭스 
 비공개 창을 열려면 컴퓨터에서 다음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윈도우즈. 리눅스, 크롬 운영체제의 경우 “Ctrl”, “Shift”, “P”를 동시에 
누릅니다. 

• 맥 운영체제의 경우 “⌘”(command/cmd), “Shift”, “P”를 동시에 
누릅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개인 창을 열려면 파이어폭스 아이콘을 누른 채로 “새 개인 
탭(New private tab)”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톱에서 개별 항목을 삭제하려면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록(History)”을 
선택한 다음 “기록 관리(Manage History)”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제거할 
웹사이트를 이름으로 검색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 
사이트 삭제(Forget about this si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개별 항목을 삭제하려면 파이어폭스 앱을 열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록(History)”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개별 항목을 길게 
탭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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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파이어폭스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비공개 창, 즉 “InPrivate” 창을 열려면 컴퓨터에서 다음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윈도우즈. 리눅스, 크롬 운영체제 컴퓨터의 경우 “Ctrl”, “Shift”, “N”을 
동시에 누릅니다. 

• 맥 컴퓨터의 경우 “⌘”(command/cmd), “Shift”, “N”을 동시에 누릅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개인 창을 열려면 엣지 아이콘을 누른 채로 “새 개인 탭(New 
private tab)”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톱에서 엣지의 개별 항목을 삭제하려면 키보드 단축키 “Ctrl”과 “H”를 
사용합니다. 기록(History) 창에서 개별 항목 위로 커서를 올리면 각 항목 
오른쪽에 “x”가 표시됩니다. “x”를 클릭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개별 항목을 삭제하려면 엣지 앱을 엽니다. 메뉴를 클릭한 
다음 “기록(History)”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개별 항목을 길게 탭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엣지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애플 사파리 
비공개 창을 열려면 컴퓨터에서 다음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맥 컴퓨터의 경우 “⌘”(command/cmd), “Shift”, “N”을 동시에 누릅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개인 탭을 열려면 사파리 아이콘을 누른 채로 “새 개인 
탭(New private tab)”을 선택합니다. 

데스크톱에서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려면 키보드 단축키 
"⌘"(command/cmd)와 “Y”를 사용하여 전체 브라우징 기록을 봅니다. 
여기에서 “Ctrl”을 누른 채로 브라우저 기록의 개별 항목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삭제(Dele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mozilla.org/
https://support.microsoft.com/en-us/microsoft-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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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에서 개별 항목을 삭제하려면 사파리 앱을 열고 
북마크(Bookmar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기록(History)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삭제하려는 항목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사파리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귀하의 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귀하의 전화, 컴퓨터, 기타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액세스 권한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과 로그인  정보(예: 비밀번호)를 공유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로그인 정보에 액세스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장치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누가 귀하의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누군가가 귀하의 장치를 모니터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하거나 기밀인 
사항을 다른 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와 같이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아는 기기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별도의 장치로 옮기는 경우 원래 장치를 평소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습관에 큰 변화가 있으면 
해당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귀하가 모니터링되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폭력 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법: 안전한 인터넷 연결 
인터넷에 안전하게 연결하면 귀하와 귀하의 데이터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라우터나 핫스팟 등 제어 가능한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연결에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널리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인터넷 연결에 액세스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는 

https://support.apple.com/saf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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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가 없거나 널리 알려진 비밀번호가 없는 연결입니다.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URL의 시작 부분에 “HTTPS”가 있는 웹사이트는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HTTPS”를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다고 표시합니다.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 URL을 클릭하고 “HTTP”가 아닌 “HTTPS”를 
찾으십시오. “S”는 “보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휴대폰을 핫스팟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공공장소에서 더 안전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자료의 팁은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자료의 목표는 인터넷을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추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버지니아주 전역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담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전화 1-800-
838-8238, 문자 804-793-9999, 채팅(vadata.org/chat)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되며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vadata.org/chat/

	소개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애플 사파리

	귀하의 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안전하게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법: 안전한 인터넷 연결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