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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관리 SW -

‘사이버안심존’ 설치 및 자녀폰관리 이용방법

 1단계 : 부모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부모용)’ 설치하기 

 사이버안심존 설치하기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사이버안심존(부모용)’ 실행

약관 동의 절차

  1. 부모님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을 먼저 설치한 후,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자녀정보등록하기 선택 및 
로그인(④번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

자녀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 선택→설치 완료

비밀번호 등록 후 하단 회원등록  
버튼 선택
※  비밀번호는 로그인 시 이용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스마트폰에서

국내 오픈마켓( )에서

‘사이버안심존(부모용)’ 검색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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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심존 작동 중  
(유해정보 차단 실행)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실행

접근성사용, 사용정보접근허용,  
기기관리자 설정, 앱정보 동기화 
이후→설치 완료 

자녀 스마트폰에서 국내 오픈마켓( )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검색 및 설치

 2단계 :  자녀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설치하기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학교폭력 관련 상담 대표전화 

기 관 연락처 비 고

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 1599-0075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 117 학교폭력, 청소년유해환경, 성범죄 등

학생위기 상담 Wee센터 www.wee.or.kr ☎ 02-3444-7887 게임중독, 학교폭력, 진로 등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e끌림 cyber 1388)
www.cyber1388.kr ☎ 1388

청소년 고민 상담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진로 등)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www.jikim.net/sos ☎ 1588-9128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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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회원가입 선택 약관동의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실행

자녀 스마트폰에서 국내 오픈마켓( )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검색 및 설치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모님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녀 스마트폰>에만 설치하세요. (자녀폰 관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

  2. 자녀 스마트폰에만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설치하기

- 자녀가 부모님 확인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이 삭제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부모님 확인 후 삭제방법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 스마트폰에서의 삭제 방법은 일반 앱 삭제방법과 동일)

부모 정보등록 후, 하단 
자녀정보등록하기 버튼 선택
※  비밀번호는 로그인 시 

이용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정보 등록 후 다음 
버튼 선택→설치하기 

접근성사용, 사용정보접근 
허용, 기기관리자 설정, 
앱정보 동기화 설정 설치→  
설치 완료 확인 

정상 작동 중 화면 확인  
(유해정보 차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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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용시간 관리에서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싶은 시간을 

차단시간에 입력하고, 을 
누르면 7개까지 설정 가능

자녀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용시간 설정이 
반영되며,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어 있을 경우 “요청중”으로 뜸

차단한 시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 눌러 
설정시간 삭제 후 재설정

 자녀 스마트폰 이용현황

 자녀 스마트폰 이용시간 관리 - 앱과 인터넷사이트 이용시간 제한 설정/해제

 사이버안심존 ‘자녀폰 관리’ 이용하기

자녀  스마트폰에서 <나의 이용현황 보기>
부모  스마트폰에서 로그인후 <이용현황> 

이용현황 화면

<자녀  스마트폰> <부모 스마트폰>

사이버안심존(부모용)이 설치된 ‘사이버안심존’에서 로그인후 이용 가능합니다.

자녀 스마트폰의 이용시간관리, 앱 관리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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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용시간 설정이 
반영되며,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어 있을 경우 “요청중”으로 뜸

앱관리에서 설치된 앱 내역 
조회 및 이용을 제한하고 
싶은 앱을 OFF→ON으로 
변경(차단)
※ ON(차단), OFF(이용 가능)

앱관리에서 설치된 앱 내역 
조회 및 앱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앱 
선택

제한하고 싶은 시간대를 

차단시간에 입력하고, 을 
누르면 2개까지 설정 가능 

차단된 앱을 이용 가능 
상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ON→OFF로 변경

차단된 앱 시간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 눌러 
설정시간 삭제 후 재설정 

 앱관리 - 앱 별 이용시간 제한/해제

 앱관리 - 자녀 설치 앱 목록 조회 및 선택적 차단/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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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정보관리 - 자녀의 이용정보(앱, 인터넷사이트) 연령 등급 수정하기

‘사이버안심존’ 설치 시 ‘17세 이하 콘텐츠’로 이용등급이 초기 설정되므로 자녀의 연령에 맞는 이용정보 등급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예: 자녀가 14세인 경우, ‘14세 이하 이용 콘텐츠’로 등급 수정하면 14세 이하 콘텐츠에 한해 이용 가능)

 자녀추가등록

자녀가 다수일 경우 <자녀추가등록>에서 자녀정보 등록 후 자녀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을 설치하면 등록된 모든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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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스몸비 방지)

 부모폰에서 자녀폰에 대한 보행중 잠금설정을 해주세요.

 보행중 잠금 기능(자녀폰)

부모용 앱 로그인

10보 이상 보행 시 보행 중 
잠금 화면으로 설정

자녀정보관리

가입 시 등록한 
부모전화번호로 연결가능

보행 중 잠금 
설정(ON,OFF)

보행을 멈추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잠금 해제 
가능

※ 자녀폰이 일부 보급형 단말기이거나 안드로이드버전 5.0 미만일 경우, 해당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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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 중 잠금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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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선택(보호자모드 선택)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Loading 화면

서비스 이용 동의

※  로그인 비밀번호로 
이용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등록 후 <확인> 
버튼 선택

※  자녀는 반드시 스마트폰 
기기만 설치 가능합니다.

자녀 휴대폰번호 입력하여 
자녀 등록

01  부모님 스마트폰의 국내 오픈마켓(원스토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검색 및 설치

 스마트안심드림 설치하기

 1단계 :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을 먼저 설치한 후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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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언어폭력의심문자 감지&알림 SW -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및 자녀폰관리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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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동의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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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ing 화면

기기 관리자 설정 접근성 설정
※  ‛서비스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동작 중입니다.

설치완료

 2단계 :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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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클릭 시 메시지 
상세내용 제공

사이버 언어폭력 수신 시  
메인화면에 신규메시지 표시

자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SMS로 수신하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가 포함된 

문자내용을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모앱의 설정에서 ‘실시간’ 또는 ‘1일 1회 수신’으로 수신방법 변경 가능)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 
리스트 확인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 조회하기

리스트 클릭 시 검색 결과 
사이트 확인

자녀고민 검색어 검색 시 
메인화면에 신규 표시

자녀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교폭력 등 고민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한 단어와 조회한 인터

넷사이트를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모앱의 설정에서 ‘실시간’ 또는 ‘1일 1회 수신’으로 수신방법 변경 가능)

자녀고민 검색어 리스트 
확인

 자녀고민 검색어 조회하기 

 스마트안심드림 ‘자녀폰 관리’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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