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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최신 웹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요!”
- 플러그인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사용의 첫걸음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7/29~11/20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 설치가 필요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오는 11월 20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형 웹 브라우저(IE

10

이하 등)는 일부 웹 표준(HTML5)*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한,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해킹 등의 위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형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웹 표준(HTML5, Hyper Text Markup Language 5): 월드와이드웹(www)을 구현하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또는 규격

이에

는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인증 및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KISA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캠페인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

▲ 구형 웹 브라우저
▲편리한 인터넷 생활

업그레이드 이벤트
SNS 영상 공유 이벤트
브이로그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2020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누리집: www.webb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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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형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 버전 및 웹 표준
수용도 점수를 진단할 수 있으며, 최신 웹 브라우저 이용자는 경품
이벤트에 바로 응모할 수 있다. 구형 웹 브라우저(IE 10 이하, 웹 표준
수용도

점 미만) 이용자는 최신 웹 브라우저(IE

300

11,

Edge,

Chrome,

등)로 업그레이드 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Safari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관련 홍보영상 공유 이벤트는 참여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공유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공유한 주소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SNS(

예정이다.
또한, ‘플러그인 개선을 통해 편리해진 일상생활’을 주제로 브이로그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대상

▲

일(월)부터 9월

17

만 원, 1점)
우수상(100만 원,
2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200

점)

1

일(금)까지며,

18

▲장려상 각
(

50

만 원,

이 외에도 플래시 기술 지원이 올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플래시 관련 홍보 영상을 병행해 제공할
예정이다.
KISA

황성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KISA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 홍보 및 민간 웹 사이트 플러그인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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