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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앱
SNAPCHAT

MEETME

YOUTUBE KIDS

SNAPCHAT은 사용자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이

MEETME는 사용자가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YOUTUBE KIDS는 미취학 아동부터 10대 청소년을

사라지지 않아도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진 및

타인들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트 소셜 미디어

대상으로 하는 아동 대상 비디오로 YouTube의 대안

동영상 공유 앱입니다. Snapchat 스토리를 통해

앱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직접 만나도록

플랫폼입니다. 이 앱은 일부 부적절한 광고가

사용자는 최대 24시간 동안 콘텐츠를 보고 위치를

권장합니다.

삽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반 Youtube보다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 기능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TIK TOK

WHATSAPP

KIK MESSENGER

TIK TOK은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데

WHATSAPP은 사용자가 문자, 사진, 음성 메일을

KIK MESSENGER는 그룹 채팅이나 다이렉트

사용되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앱입니다. 개인

보내고 전화를 걸고 영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인기

메시지에서 친구와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있는 메시징 앱입니다.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앱입니다. 또한 공개 채팅에 액세스하여 관심사에

사이버 괴롭힘 및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노출에

않으며 전화 및 컴퓨터에서 인터넷 연결을

대해 이야기하거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낯선

취약합니다.

사용합니다.

사람과 채팅할 수도 있습니다.

OMEGLE

CALCULATOR%
OMEGLE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자(Talk to
Strangers)!"라는 슬로건을 가진 앱입니다. 사용자는
등록할 필요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CALCULATOR%는 무해한 앱처럼 보이지만

LIVEME는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을 송출하고

사진, 비디오, 파일 및 브라우저 기록을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숨기는 데 사용되는 여러 "볼트" 스타일 또는

이 서비스는 일대일 채팅 세션에서 사용자를

비밀 앱 중 하나입니다.

무작위로 연결하여 "당신"과 "낯선 사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채팅하게 해 줍니다.

WHISPER

LIVEME

DISCORD

이용약관은 사용자가 18세 이상이거나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
10대들이 방송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YUBO (formerly YELLOW)

WHISPER는 사용자가 익명으로 사진 및 비디오

DISCORD는 게이머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YUBO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프로필을

메시지를 게시하고 낯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음성 및 문자 채팅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하는 익명 소셜 미디어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도구입니다. 이 앱은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

스와이프하기 때문에 종종 "청소년을 위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위치를

설명하지만 13세까지도 사용을 허용합니다.

틴더"라고 불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오른쪽으로

보여줍니다.

ASK.FM

스와이프하면 Snapchat 또는 Instagram을 통해
채팅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TUMBLR

AUDIO MANAGER

ASK.FM을 사용하면 누구나 익명의 댓글과

TUMBLR은 13세까지도 계정을 만들 수 있는

AUDIO MANAGER는 "볼트" 스타일 또는 비밀

질문을 개인 프로필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 앱은

블로깅 앱 및 웹사이트입니다. 부적절한 이미지,

앱으로 설계된 또 다른 앱입니다. 음악 관리와

욕설, 따돌림 및 성적인 콘텐츠를 전달하는

약물 사용 묘사, 공격적인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앱은 메시지, 사진, 비디오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게시됩니다. 쉽게 음란물을 찾을 수 있고

또는 기타 앱을 숨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시물은 종종 복사 및 공유됩니다.

www.svica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