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방법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컴퓨터 사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정보의 이해수준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정보의 노출 정도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소프
트웨어에 내용등급 설정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유해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유용한 정보는 아무런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학부모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컴퓨터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
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시간관리 기능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능동적 활용으로 컴퓨터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을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녀들의 연령이나 정보이용 용도에 따라 인터넷 내용등급 수준을
아래의 권장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정기능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구

분

전체가
(초등학생가)
12세이상
(중학생가)
15세이상
(고등학생가)
19세이상
(성인가)

노 출

성행위

폭 력

언 어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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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시간관리 및 사용기록 조회 기능을 잘 활용하여 컴퓨터로
인한 학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줄여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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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및 시간관리 프로그램 설치 방법
1. 청소년 유해정보 S/W 사이트(www.greeninet.or.kr)에 접속하여 ‘S/W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2. 소프트웨어 종류

→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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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학교’, ‘소속 교육청’을 선택합니다.

4. 하단 부분에 ‘확인’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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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료 유해정보 필터링 프로그램을 실행 및 설치합니다.

6. 언어 선택 및 약관에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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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정보입력’ 에 국가, 학부모 성명, 자녀학교, 학부모 e-mail,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7-1을 참조하세요).

7-1. 자녀학교 입력은 초, 중, 고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며, 자녀 학교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나오는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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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에 프로그램 아이콘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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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용 PC관리 앱 소개
1. ‘스마트폰용 PC관리 앱’은 학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PC 사용시간, 유해 사이트 차단내역 확인 및 차단설정 관리 등 원격
으로 자녀들의 PC 사용습관을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린i-Net, 그린아이넷, PC 관리 등으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하신 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린i-Net S/W 사업자별 ‘플레이 스토어(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 내
기능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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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링

S/W 주요 기능

○ 청소년 유해사이트 필터링 기능
- 자살, 폭력, 음란물, 도박 등 유해정보가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선택
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

- 이용 목적에 따라 학부모가 차단, 비차단 사이트 추가 선택 가능

○ 프로그램 차단 기능
-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 사용자가 설정한 항목을 차단하는 기능
-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특정 유해프로그램 차단 가능

○ 사용시간 제한설정 기능
- 부모들이 외출하거나 야간시간 등에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기능

-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욱 유용한 기능
- 사용시간 제한 설정으로 자녀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관리하여 자녀
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기대

○ 필터링 S/W 보호 기능
- 자녀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지울 수 없게 하는 기능
- 관리자(부모)의 허가 없이는 프로그램 삭제가 불가능하며, 관리자 외
다른 사용자의 차단기능 설정 변경 불가

○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내용별 차단등급에 대한 자율적 선택 기능

○ 동영상 차단 기능
- 유해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유해동영상 유통 방지는 어려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 유해(잔혹, 엽기 등)
동영상의 재생, 편집, 재배포를 차단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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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알림기능
- 필터링 S/W가 설치된 각 가정의 PC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나 동
영상 등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속할 경우 스마트폰 관리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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