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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보호자님께 : 

 

학부모 및 교육자들이 십대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 아울렛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악의적 행위, 괴롭힘 및 /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하기 위해 앱을 이용할 때 

잠재적 위험은 존재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여러 소셜 앱은 익명이며 사용자 이름을 요구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자녀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자녀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소셜 미디어 앱의 포괄적인 목록은 아닙니다. 

 

After school: 고등학생을 위한 익명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는 학교를 식별 하나 사용자 스스로는 식별하지 

않습니다. 

 

Ask.fm (13세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익명 게시, 부정적인 의견, 왕따 등에 대한 통제 불가 

 

Burnbook (18세 이상,  부모의 허락을 받은 17세): 로그인 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Burnbook은 아이들이 이름을 고르고 익명의 판단을 커뮤니티에서 열어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Cuddlr: 성인용 - 사용자가 포옹을 원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 포함)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13세 이상): 아는 친구,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 연락 가능. 사진 및 비디오 공유, 메시지 보내기 및 

업데이트 받기 

 

Finsta (13세): Finsta는 일반적으로 Instagram에있는 "가짜"계정으로 개인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한 허가가 허용되는 소수의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Instagram (13세): 사진 공유, 비디오 공유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Kik (17세 이상): Wi-Fi를 사용할 때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자에게 

연락 할 수 있고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Omegle (18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3세 미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문자를 주고 받거나 웹캠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Pssst! Anonymous: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메시지 또는 텍스트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모든 항목은 Snapchat과 유사하게 48 시간 후에 사라집니다. 

 

Sarahah: 익명으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Snapchat (12세 이상 권장):  사용자가 몇 초 후에 지워질 비디오 및 사진을 캡처 할 수 있습니다. 

 

Strangermeetup.com (나이 제한 설정이 안 되어 있음): 비공개 대화방에서 낯선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 

 

Tinder (13세 이상 ): 상호 관심이 있는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해주는 위치 기반 소셜 검색 

모바일 앱으로, 매치 된 사용자가 채팅 할 수 있습니다. 

 

Tumblr (13세 이상): 사용자가 짧은 텍스트 형식의 블로그 인 tumble-log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링크, 

따옴표 및 오디오를 게시 할 수 있습니다. 

 

Twitter (13세 이상): 사용자가 메시지를 게시하고 상호 작용하는 온라인 뉴스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인 

"트윗"은 140 자로 제한됩니다. 등록 된 사용자는 트윗을 게시 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트윗을 

읽을 수만 있습니다. 

 

Whisper: 많은 사진 중 하나에서 선택하고 텍스트 오버레이를 추가하거나 무명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원 정보를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사명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괴롭힘, 따돌림, 

위협을 당하면 관리자나 카운슬러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십시오. 

 

Sincerely, 

 

 

Christopher Gitz, Ed. D. 

Principal 

William A. Shine – Great Neck South High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