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알아야 할 앱 종류
Lock Photos 사진 비밀 볼트
iOS 기기용 앱. 일단 실행되면 사용자는 재설정할
수 없는 암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진 및 비디오,
오디오 파일 및 PDF와 같은 파일을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미끼 암호를 사용하여
잘못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AppLock
지문 또는 암호 잠금으로 Facebook, Instagram,
Snapchat 기타 앱, 전화 통화까지 보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잠금 패턴을 사용합니다. 오류
메시지나 빈 화면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Best Secret Folder

액세스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의 사진을

Gallery Lock

샌호제 경찰국 실리콘 밸리 인터넷 아동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 제공 ,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볼트 앱:다른 사람에게서 온
사진, 비디오 및 메시지를 귀하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로부터 숨기는 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볼트 앱은
무해한 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Apple 기기에 내장된 "hide photos" 기능

iPhone의 경우 사진 또는 앨범 탭 하단에서

Vault Hide Pics & Videos (Android 폰에만 해당됨)
인터넷 검색 기록,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사진, 동영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를 이용해 앱 자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일반 사진 앱처럼 보이는 이중적 모습을
가집니다.

Android폰 아카이브 사진
Android폰의 내장 옵션. 보관된 사진을
보려면 햄버거 메뉴(가로선 3개)를
누르고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보안 폴더 (Samsung Galaxy폰에만 해당됨)

사진, 비디오, 파일, 앱 및 데이터를 숨기기

캡처합니다. 비밀스런 아이콘은 여행 앱처럼

"hide"로 이동하여 숨김을 해제하려는 사진을

위한 선택적 "프라이빗 모드". 지문 잠금

보입니다. 지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선택합니다. Mac의 경우 메뉴 표시줄에서

장치, 패턴, 핀 또는 비밀번호(선택 사항).

있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서 앱을 종료할 수

"view"로 이동하여 "Show Hidden Photo

보려면 설정 > 잠금 화면 및 보안 > 보안

있습니다.

Album"을 선택합니다.

폴더로 이동합니다.

비밀 사진 앨범

사진을 숨깁니다. 세 번의 암호 시도 실패
후 앱은 침입자의 사진을 캡처합니다. 앱
아이콘은 위장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 무료 앱.

Keepsafe 사진 볼트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 및 사진을 숨깁니다.

인기있는 11가지 "볼트
앱"

지문 암호. 사용자가 전화를 뒤집어 놓으면

비밀번호, 핀, 패턴, 안면인식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미끼 기능은 은밀한 사진을
숨기면서 무해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Pic Safe - 은밀한 사진 저장 볼트

사진과 비디오를 숨깁니다. 암호, 패턴 또는

앱이 잠깁니다. 사진, 비디오, 신용 카드 정보,

핀 잠금. 다른 사람을 속이는 미끼 암호 옵션.

ID 카드 및 여권을 숨깁니다. 미끼 핀.

누군가 사진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신고"를

계산기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제공하고 그 사람의 사진을 찍습니다.

iOS.

WWW.SVICA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