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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대상 월간 정보보호 인식제고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 안전하게 사용하는 팁
개요
카카오톡, 스냅챗,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링트인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
작용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에는 우리자신, 가족, 친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 따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안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한 주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게시물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조심하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게시물을 게시하면 어느 시점에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나중에 학교에 입학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이 게시물로 인해 평판과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사장이 보고
싶지 않은 경우 게시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게시하는 내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해 공유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거의 모든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는 강력한 개인 정보 옵션이 있으며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내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 꼭 필요한가? 또한 개인 정보 옵션은 어렵고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기대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
길고 독특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호하십시오. 패스워드를 여러 단어로 구성하면 입력 및 기억하기
쉽우며, 이렇게 하면 사이버 공격자는 쉽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계정 잠금
더 나아가 모든 계정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정에 로그인해야 할 때 패스워드와 함께
일회용 코드가 추가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계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기 주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사용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속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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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우리의 패스워드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와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이는 친구를 가장한 사이버 공격자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사이트 이용 약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게시 또는 업로드하는 모든 내용이 사이트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직장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려면 먼저 상사와 상의하여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팁을 따르면, 훨씬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및 불법적인 활동을 신고하는 것 등에 관해서는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보안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판
본 문서는 한국의 ITL(http://www.itlkorea.kr)에서 번역하였습니다. ITL 은 미국 SANS 연구소의 한국 파트너로서 IT 거버넌스
및 IT 보안 분야의 최신의 지식과, 양질의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itl@itlkorea.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객원 편집자
제시카 바커는 사람에 대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국제리더이다. 제시카는 리댁티드펌 社
공동설립자이며, 여기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표자로도
활동한다. 제시카는 @drjessicabarker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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