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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인터넷 강습회

메이지대학 정보기반본부

2009년 4월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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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물

 인터넷 강습회 텍스트(배포용)
MIND 웹 사이트상에 공개

 MIND 이용 시의 준수 사항 지침
대학 규칙: 필독

 인터넷 강습회 수강 증명서(파란색 종이)
강습회 도중에 배포하기도 함

아랫 부분은 서약서＝종료 후 제출할 것
 후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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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강습회의 목적

2. MIND와 MIND의 규칙 설명

3. 인터넷을 쾌적하게 이용하기

4. 정보 보안에 관한 주의 사항

5.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소개

6. 기타 참고 정보

소요 시간 약 30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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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습회의 목적

 학교 밖으로 액세스 가능＝강습회 수강 필수

 항상 MIND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학에는 대학의 규칙이 있다→준수

 대학 규칙 이외에 주의해야 할 점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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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습할 내용

 메이지대학 네트워크의 이용 규칙

 인터넷 이용 규칙 및 매너
대학 안팎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스파이웨어

 정보 보안(자신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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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강 후에 할 수 있는 것

 메이지대학 내의 컴퓨터에서 대학 밖으로
액세스 가능

 MIND 모바일 접속 서비스
 MIND 모바일 접속 서비스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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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록까지의 흐름

 수강 증명서의 아랫 부분(서약서) 회수

 등록 처리에 며칠 걸림

처리 완료 후에 이용 가능

 MIND 모바일 접속 서비스도 유효해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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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IND 모바일 접속 서비스

 모바일 정보 콘센트 접속(각 캠퍼스 교실 외)
 VPN 접속

 Virtual Private Network(SSL-VPN)
 자택 PC 등에서 대학 내로 접속

 무선 LAN 접속
캠퍼스 액세스 포인트 설치 장소

스루가다이 중앙도서관 지하 1층 라운지

이즈미
제1교사 1층 라운지, 미디어동 1층 라운지, 강사 대기
실, 미디어동 4층 라운지

이쿠타
학생회관 3층 라운지, 중앙교사 3~4층
A관 회의실(A406, A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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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IND란

 MIND

메이지대학 종합 정보 네트워크

Meiji University Integrated Network Domain

 MIND에는 MIND의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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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ND의 규칙

 MIND 관련 규정
MIND 웹 사이트상에 공개

 규정의 종류
MIND 이용 기준

MIND 운용 기준

MIND 심사위원회 요강 등

가장 중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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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ND 이용 기준

 제7조(준수 사항): 대원칙 (지침 참조)

1. 교육과 연구 및 이에 따른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말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3.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말 것.
4. MIND의 적절한 운용 및 정상적인 운용에 협력하고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용은 하지 말 것.
5.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정보는 취급하지 말 것.
6. 지적재산권에 따라 보호된 정보를 취급할 때는 주의

할 것.
7. 기타 정보기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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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터넷을 쾌적하게 이
용한다

 약 5억 7천만 대:
･･･전세계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PC등의 단말기 대수(2008년 현재)

 매우 공공성이 높은 시스템

 인터넷상이라고 용납되는 것은 없다

 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오

대학 안팎에 상관 없이
메이지대학의 학생으로서
자각과 도덕을 지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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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 법규

범죄 행위 관련 법규

부정 액세스(부정 이용) 부정 액세스 행위 금지 등에 관련된 법률(부정 액세스 금지법) 등

외설물 배포 등 형법 제175조 '외설물 배포 등' 등

피라미드식 상술,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일본에서는 無限連鎖講이라 칭함) 방지에 관한 법률
형법 246조 '사기' 등

위법 약물 판매
약사법, 대마관리법, 각성제 관리법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 관리법 등

네트워크 스토커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협박 및 사기 형법 제222조 ‘협박’, 형법 제246조 '사기' 등

범죄 예고
형법 제222조 ‘협박’, 형법 제233조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  형
법 제234조 '위력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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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러 권리의 침해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사생활에 관한 권리
 초상권
 개인정보 취급

모르고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생활은 물론 제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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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작과 인용

 인용에는 인용의 규칙이 있다
 규칙 위반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위법일 뿐 아니라 '도작'으로 간주한다
 리포트, 논문, 과제의 의의라는 관점에서
도 큰 문제다

복사하기&붙이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평상 시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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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제

 아직도 문자로 주고 받는 일이 많다
 SNS(mixi), BBS(2ch) 메일, 채팅 등

 뉘앙스나 취지를 뜻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특히 안면이 없는 상대방
안면이 없다: 성격이나 기질을 알지 못한다
얼굴과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의 분위기도 모

른다
친한 친구사이에도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평상 시의 커뮤니케이션 이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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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악성 비난 글

 블로그, SNS, 전자 게시판(BBS) 등
 농담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례도 많다(범죄 예고 등)

 전세계에서 열람한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추기는 사람
재미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사람

익명성은 없습니다.
반사회적 발언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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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NS에서 발생한 트러블

 Social Network Service
 'mixi', 'MySpace' 등이 유명

취미나 취향, 출신 학교 등이 같은 사람끼리
가볍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문제점
짓궂은 행위나 스토커 피해 등

배려심 없는 글로 인한 문제 발생

주소나 생일 등 프로필 정보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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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메일을 쓰는 매너

 휴대전화의 메일과는 구별하여 사용
적절한 줄 바꾸기: 줄 바꾸기가 없는 글은 읽
기 어렵다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는 등
필요에 따라 서명을 붙인다
내용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수신자 메일 주소 선택에 주의(실수로 송신
했다 해도 취소할 수 없다)

바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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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보 보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마음가짐

 인터넷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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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밀번호 관리
 계정
 ID(사용자 이름)와 비밀번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 및 자격

 분실 및 도난: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당하기도 한다
 부정 액세스 금지법: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든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

게 사용하는 것은 범죄

 비밀번호 작성의 요령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메모는 가급적 남기지 않는다
숫자와 로마자를 섞어서 만든다
로마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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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컴퓨터 바이러스
정의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에서 침입하겠다는 악의를 가
진 프로그램

감염 경로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

웹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외부 기억 매체(FD, USB 메모리) 등

웹 사이트에 만들어진 스크립트

웹 사이트를 열람만 해도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다!
증상과 대처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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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컴퓨터 바이러스
 증상

컴퓨터가 기동하지 않거나 자주 정지한다

파일을 삭제한다, 인터넷상에 퍼트린다

컴퓨터를 지배하여 다른 컴퓨터를 공격한다→피해자
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대처법(중요)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갱신도 꼭 할

것)
 가격이 저렴해졌으며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다

부주의로 수상한 파일을 열지 않는다

Windows Update 등으로 OS를 최신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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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SL 통신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쇼핑, 티켓 예약, 회원제 사이트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송신

위험
 도청

 개찬(글의 일부나 글자를 일부러 고치는 행위)

 당사자로 가장

 'SSL 기술'로 방지
암호화, 디지털 증명서, 해시 함수(Hash function)

웹 사이트가 SSL 통신이 지원되면 '열쇠 기호'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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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타 문제들

 피싱 사기
진짜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다
계정과 신용 카드 번호를 도용한다

 원 클릭 사기
일방적인 계약 성립을 위장한다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당하게 사취하려고 한다

 인터넷 옥션 사기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체인 메일 및 루머에 관한 정보
 '불행의 편지' 같은 메일→전송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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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용 시설(스루가다이)

 미디어 교실 및 미디어 실습실
 12호관 (아카데미 커먼과 대학 회관 사이)

 '정보 서비스 이용 계정' 필요

→GraceMail의 ID와 비밀번호 (@kisc.meiji.ac.jp로 된 것)

 중앙 도서관 멀티 미디어 구역
 중앙 도서관 1층

 학생증 필요

 취직 캐리어 형성 지원 사무실
 대학 회관 2층

 학생증 필요

 취직 활동,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정보 수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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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용 시설(이즈미)

 미디어 교실 및 미디어 실습실
이즈미 미디어동 2층

 ‘공통 인증 시스템 계정’ 필요

→Oh-o! Meiji의 ID와 비밀번호

 이즈미 도서관 멀티 미디어 구역
이즈미 도서관 2층

학생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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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용 시설(이쿠타)
 정보 처리 교실

 중앙 교사 5~6층, 제2교사 A관 2~3층

 ‘기반 서비스 이용 계정'이 필요

→GraceMail의 ID와 비밀번호(@isc.meiji.ac.jp로 된 것）

 이쿠타 도서관 멀티 미디어 코너
 이쿠타 도서관 2층

 학생증 필요

 취직 캐리어 형성 지원 사무실
 중앙 교사 1층

 학생증 필요

 취직 활동,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정보 수집 전용

 오픈 PC
 학생 회관 2~3층, 제1교사 ２호관 1층, 제2교사 A관 1층

 ‘기반보 서비스 이용 계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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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MIND 안내물

 메이지대학의 정보 서비스

통칭 ‘MIND 안내물’

계정 종류,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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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메이지대학 계정

용도 ID
초기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공통 인증
시스템 계

정

•Oh-o! Meiji시스템
(포털 사이트, 클래스 웹)

•MIND 모바일 접속 서비스
(VPN, 무선 LAN, 모바일 정보 콘센트)

•도서관 시스템
(도서관 포털 서비스, 외부 데이터 베이

스, 전자 저널)
•증명서 자동 발행기
•이즈미 캠퍼스 미디어 교실, 자습실 PC 
로그온

10자릿수
학생 번호

입학 수속
시에 기입

한 것

소속 학부 창구

기반 서비
스이용 계

정

•전자 메일(GraceMail) 서비스
•홈 페이지 공개용 웹 공간
•스루가다이, 이쿠타 캠퍼스의 PC 로그온

학생 번호로
생성된 7자
릿수의
ID(xx00000)

각 캠퍼스의 교육
미디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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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각종 연락처 등

목적

캠퍼스

장소
컴퓨터·네트워크·각종

시스템에 관한 상담

정보관계과목 및 교육
정보화 추진 본부에

관한 것

스루가다이 12호관 7층
스루가다이
지원 데스크

03-3296-4286

스루가다이 교육
미디어 그룹

03-3296-4438

이즈미
이즈미 미디어동

1층
이즈미 지원 서비스

03-5300-1190

이즈미 교육
미디어 그룹

03-5300-1189

이쿠타 중앙 교사 5층
이쿠타 지원 데스크

044-934-7711

이쿠타 교육
미디어 그룹

044-934-7710

책자《MIND 안내물(메이지대학 정보 서비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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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인터넷 강습회 수강 증명서'에 필요 사항
을 기입해 주십시오.

수강 증명서의 아랫 부분을 잘라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강 증명서(윗 부분)은 졸업할 때까지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용 방법 및 계정 등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각 캠퍼스의 지원 데스크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