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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빠르고 안전한 최신 웹 브라우저로 바꿔보세요!”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9/28~11/30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오는

월

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1

30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공식적인 서비스 기술 지원을 다가오는
밝혔다.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IE

11(IE

년 6월

2022

11)

웹 브라우저의

일에 종료한다고

15

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11

보안에 취약하여 해킹 등 위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IE

이에

11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는 최신 웹 브라우저인 네이버 웨일, 삼성 인터넷, 구글

KISA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애플 사파리 등의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을
독려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 국내에는 네이버 웨일과 삼성 인터넷 웹 브라우저가 있으며, 삼 성 인터넷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PC, TV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캠페인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설정 이벤트

▲최신 웹 브라우저

SNS

▲최신 웹 브라우저 기본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2021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누리집: www.webb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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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신 웹 브라우저(웨일, 삼성 인터넷,
크롬, 엣지, 사파리 등) 이용자는 경품 이벤트에 바로 응모할 수 있으며,
IE

이용자는 최신 웹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 한 후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최신 웹 브라우저

SNS

공유 이벤트는 참여자가

SNS(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 해시태그와 함께 캠페인을 공유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 공유한 주소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KISA

황성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

에서의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KISA

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IE

기술 지원 종료를

안내하고,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 필요성과 국내 웹 브라우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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