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어플

스마트안심드림
스마트안심드림이란?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되는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욕설, 협박, 따돌림
등)를 감지하여 부모님 휴대폰으로 알려드림으로써 사이버언어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SMS,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문자메시지
학교폭력 의심 문자 전달
자녀 고민 검색어 전달
문자메시지
검색 키워드
자녀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고민 단어
인터넷 검색

부모 스마트폰

20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을 설치하면…
돈내놔
안돼.....
죽을래?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된 사이버언어폭력
의심 단어(욕설, 금품 갈취, 협박, 따돌림 등) 감지 및 부모 알림

알았어....

자살방법
가출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고민 단어(자살, 학교폭력 등)
감지 및 부모 알림

왕따당하면

117

학교폭력 신고 / 상담(전화, 이메일, 채팅)

청소년 스마트폰 과몰입 및 학교폭력 관련 상담 기관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비고

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1599-0075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117

학교폭력, 청소년 유해 환경, 성범죄 등

학생위기상담 Wee센터

www.wee.go.kr

-

게임 중독, 학교폭력, 진로 등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e끌림 cyber 1388)

www.cyber1388.kr

1388

청소년 고민 상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진로 등)

푸른나무재단

www.btf.or.kr

1588-9128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https://d4u.stop.or.kr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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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심드림’ 설치 및 자녀폰 관리 방법

스마트안심드림 설치하기
· 부모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을 먼저 설치한 후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

1단계 : 부모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부모용) 설치하기
자세한 방법 QR코드 확인

❸

❹
❶ 부모 스마트폰의 국내 오픈마켓(원스토어)
에서 ‘스마트안심드림’ 검색 및 설치

❷

❷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후 보호자 모드 선택
❸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비밀번호 등록 후
<확인> 버튼 선택
❹ 자녀 휴대폰번호 입력으로 자녀 등록

2단계 :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자녀용) 설치하기

❷

❸

❶ 자녀 스마트폰의 국내 오픈마켓(원스토어)
에서 ‘스마트안심드림’ 검색 및 설치
❹

❷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 이용 동의
❸ 기기관리자 설정에서 사용정보 접근 허용,
사용 추적 허용(ON) 하기
(‘서비스가 정상 작동중입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동작중입니다.)
❹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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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심드림’ 설치 및 자녀폰 관리 방법

자녀폰 관리 이용하기
· 부모가 자녀의 의심 문자 및 자녀 고민 검색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언어폭력 의심 문자 조회하기
자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SMS로 수신하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 문자가 포함된 문자내용을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모 앱의 설정에서 ‘실시간’ 또는 ‘1일 1회 수신’으로 수신 방법 변경 가능)

❷
❶
❸
❶ 사이버 언어폭력 수신 시 메인화면에
신규 메시지 표시
❷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 문자 리스트 확인
❸ 리스트 클릭 시 메시지 상세 내용 제공

자녀 고민 검색어 조회하기
자녀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인터넷에 접속해 학교폭력 등 고민 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한 단어와 조회한 인터넷사이트를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모 앱의 설정에서 ‘실시간’ 또는 ‘1일 1회 수신’으로 수신 방법 변경 가능)
❸

❷
❶
❶ 자녀 고민 검색어 검색 시 메인화면에
신규 표시
❷ 자녀 고민 검색어 리스트 확인
❸ 리스트 클릭 시 검색 결과 사이트 확인
* 2021년 7월 UI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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