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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영상 

설명 

영상 1 
크롬 동기화 (Chrome Sync) 를 사용하는 이유 

크롬 동기화 사용은 선택 사항임 . 

크롬 동기화를 사용하기 원하는 이유 

크롬 동기화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음 : 
● 북마크 저장

● 비밀번호 저장

● 설치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접속

●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된 정보 이용 가능

크롬 동기화는 데이터 보안에도 도움이 됨 : 
● 복잡한 비밀번호를 더 쉽게 사용 가능함 . 각 온라인 계정에 대해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보호에 도움이 됨 .
● FCPS 네트워크 계정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말 것 . 이러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괜찮음 .

영상 2 
크롬 동기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 

허용 가능 사용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람 . 
교직원용 | 학생용 : 

● fcpsschools.net 계정에는 오직 학교 관련 정보만 동기화할 것 .

학교 관련 정보만 동기화하려면 : 
● 정보를 별도로 유지하도록 다른 크롬 프로필들을 사용할 것 .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개인 기기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함 .

●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 프로필들을 전환할 것 .

중요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MxhKJ8wQH5c&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vMifwF2J2tA&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2
https://idm.fcps.edu/#/
https://www.fcps.edu/about-fcps/policies-regulations-and-notices/student-rights-and-responsibilities/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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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PS 가 제공한 기기 또는 여러분이 소유한 기기를 사용할 때만 크롬에 로그인할 것 .
● 사용 중인 프로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fcpschools.net 크롬 프로필과 다른 크롬 프로필에 서로
다른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것 .

영상 3 
크롬 동기화 사용을 설정하기 전 : 북마크 

크롬 동기화를 사용하기 전에 북마크를 백업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북마크를 내보내야 함 . 필요한 경우 백업에서 

북마크를 복원할 수 있음 . 

북마크 내보내기 

1. 크롬 (Chrome) 브라우저 열기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more) 아이콘 클릭

3. 북마크 (bookmarks) 선택
4. 북마크 관리자 (bookmark manager) 선택
5. 화면 상단의 파란색 줄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 클릭

6. 북마크 내보내기 (Export bookmarks) 클릭
7. 북마크를 저장할 위치 선택 . 북마크는 HTML 파일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될 것임 .
8. 저장 (Save) 버튼 클릭

영상 4 

북마크 가져오기 

크롬 동기화 사용을 설정한 후에 북마크가 누락되었다면 , 북마크를 가져올 수 있음 . 북마크를 가져오면 , 북마크는 

가져온 폴더 (Imported Folder) 에 있게 될 것임 . 북마크를 재정리하려면 아래의 ‘북마크 정리 ’ 섹션을 참조하기 바람 . 

1.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클릭 

2. 북마크 (Bookmarks) 선택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Import Bookmarks and Settings) 선택 

3. 드롭다운 메뉴에서 HTML 파일 북마크 하기 (Bookmarks HTML file) 선택
4. 파일 선택 (Choose File) 버튼 클릭

5. 내보낸 bookmarks.html 파일을 찾은 다음에 열기 (open) 클릭

북마크는 가져온 북마크 폴더 (Imported Bookmarks Folder) 에 있을 것임 . 원하는 경우 북마크를 재정리할 수 있음 . 

https://www.youtube.com/watch?v=IgkZPqQIZfk&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3
https://www.youtube.com/watch?v=sbOSPDimsDk&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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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5 

다른 브라우저에서 크롬으로 북마크 가져오기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북마크를 가져오려면 : 

1. 크롬 브라우저 열기 .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클릭. 

3. 북마크 선택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선택 . 
4.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한 뒤 , 가져오기 (Import) 버튼 클릭 . 
5. 완료 (Done) 버튼 클릭 . 

북마크는 가져온 북마크 폴더 (Imported Bookmarks Folder) 에 있을 것임 . 원하는 경우 북마크를 재정리할 수 있음 . 

영상 6 

북마크 정리 
북마크가 원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 북마크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음 . 

1. 크롬 브라우저 열기 .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클릭. 
3. 북마크 선택 북마크 관리자 선택 
4. 북마크를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하거나 왼쪽에 있는 폴더로 드래그할 것 . 원하는 순서대로 북마크를 복사하여 
붙여 넣기를 할 수도 있음 . 

5. 또한, 각각의 북마크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북마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음 . 

영상 7 
크롬 프로필에 대한 중요한 정보 

크롬 프로필에 대한 정보는 이 섹션의 비디오 영상을 시청하기 바람 . 

중요 사항: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항상 사용 중인 기기에서 로그아웃할 것 .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크롬 

동기화 사용을 설정하지 말 것 . 

https://www.youtube.com/watch?v=MzibIrLNo9k&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5
https://www.youtube.com/watch?v=zxfZ6UvfYnM&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6
https://www.youtube.com/watch?v=fLRQmeMYdF0&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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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 
크롬 프로필 간의 전환 

1. 크롬 브라우저 열기 .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클릭. 
3. 전환하려는 프로필을 선택 . 

영상 9 
크롬 프로필 삭제 

1.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 열기 .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클릭. 
3. 다른 사용자 (Other People) 옆에 있는 사용자 관리 (Manage People) 버튼 클릭 . 

4. 삭제하려는 프로필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 클릭. 
5. 이 사용자 삭제 (Remove this person) 를 클릭 . 
6. 이 사용자 삭제 (Remove this person)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확인 . 

영상 10 
프로필 이름 또는 사진 변경 

1. 크롬 브라우저 열기 . 
2. 수정하려는 프로필로 전환 . 이미 올바른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다면 , 3 번으로 건너뛸 것 : 

●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클릭. 
● 사용하려는 프로필 선택 . 

3. 프로필 이미지 위에 있는 이름을 클릭 . 
4.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거나 새로운 사진을 선택 .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될 것임 . 

영상 11 
크롬 프로필 만들기 

크롬 프로필을 만들려면 : 

1. 크롬 브라우저 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3f8eoNNCg&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8
https://www.youtube.com/watch?v=gVxqDOeeqYk&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4OKHJ6Mx3-c&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0
https://www.youtube.com/watch?v=r8Kw-UnGQsI&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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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2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클릭. 
3. 추가 (Add) 를 클릭 .
4. 이름을 입력하고 사진을 선택 .
5. 추가 (Add) 버튼을 클릭 .
6. 필요한 만큼 프로필을 만들려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할 것 .

크롬 동기화 사용 

크롬 동기화의 최상의 실행 

● 크롬 동기화 사용은 선택 사항임 .

● 오직 학교에서 제공한 기기 또는 여러분이 소유한 기기에서만 크롬 동기화를 사용할 것 .
● 공용 컴퓨터에서는 크롬 동기화 사용을 설정하지 말 것 .
●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게스트 모드로 설정한 후 이용할 것 . 또한, 시크릿 모드 /사생활 보호 모드로 설정한

후에 브라우저를 이용하도록 권장함 . FCPS 기기에서는 게스트 모드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할 것 .
●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에 항상 사용 중인 FCPS 기기에서 로그아웃할 것 .

동기화를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 로그인해야 함 . 크롬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 바로 데이터를 

동기화할 계정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람 . 

1.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 열기 .

2.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클릭. (주소창 오른쪽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할 것 . 구글 드라이브 , 구글 

문서, 등과 관련된것과혼동하지 말것 .) 

3. 구글 계정에 로그인 .

https://www.youtube.com/watch?v=0zt7VWrl9p4&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2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613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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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에 따라 더 많은 프로필을 만들려면 반복할 것 .

5. 여러분의 모든 기기에서 정보를 동기화하려면 , 동기화 사용 (Turn on sync) 클릭 사용 (Turn on) 클릭.

fcpsschools.net 계정을 동기화하고자 하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 됨 . 오직 FCPS 가 제공한 기기 

또는 여러분이 소유한 기기에서만 크롬 동기화를 사용하기 바람 .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 크롬 프로필들을 전환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람 . 

영상 13 
크롬 고급 동기화 맞춤 설정 

1. 크롬 동기화를 맞춤 설정하려면 여러분의 크롬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 .

2. 동기화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을 클릭 . 동기화 사용 설정 여부에 따라 아래 이미지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음 .

3. 기본적으로 크롬 동기화 설정은 “모두 동기화 (Sync everything)” 로 설정되어 있음 . 모두 동기화는 다음을

포함함:
a. 앱
b. 자동 완성

https://www.youtube.com/watch?v=rl7JIef3TyE&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3


  
   
    
  
  
  
     

           
          

  

         
              

   
      

            
    

 
            

           
 

     

      
           
        
            

 
             

       
 

c. 북마크
d. 확장 프로그램

e. 검색 주소창 기록

f. 비밀번호
g. 설정
h. 테마
i. 열린 탭

4. 동기화하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려면 , 동기화 맞춤 설정 (Customize Sync) 을 선택 . 다른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비밀번호를 동기화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구글 페이 (Google pay) 는 FCPS 도메인에서 사용 중지되었기에 해당되지 않음 .
● 구글 페이 앱은 오직 크롬북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2022 년까지 모든 기기에서 사용이 중단될 것임 .

영상 14 
비밀번호 관리자 및 비밀번호 진단 

비밀번호 관리자는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 (Offer to Save Passwords)” 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임 . 크롬이 비밀번호 저장 여부를 

물어보지 않도록 하려면 , 크롬 프로필 설정에서 해당 선택 사항을 끌 수 있음 . 

1. 크롬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 .

2. 비밀번호 버튼 클릭. 
3. 다음으로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 (Offer to Save Passwords) 을 켜거나 끌 수 있음 .
4. 자동 완성 섹션 아래에서 비밀번호 (Passwords) 를 클릭 .
5.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 (Offer to Save Passwords) 을 켜거나 끌 것 .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 ”을 사용하면 , 비밀번호 진단을 실행할 수 있음 . 이는 비밀번호의 재사용 또는 해킹 /도용 

여부를 확인할 것임 . 해킹/도용된 비밀번호가 있다면 변경해야 함 . 

https://www.youtube.com/watch?v=dF1gMhcGoPY&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4


            
 

               
            

             
               

           

 
 

  
    

     
      
             
       
                 

    
                 

      
           

No comprom ised passwords 、/

0 2 reused passwords A 

Create unique passwords 

Use a unique passwo『d for every site or app If someone discovers a reused password, it can be used 
to access your other accounts 

The same password is used on 2 sites and apps 

mm blackboard .com @ Change password : 

-’’, -. fcps edu @ Change password : 

비밀번호 진단을 실행하려면 ,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 사이트인 passwords.google.com 을 방문하기 바람 . 

중요 사항: 동일한 로그인을 사용하는 FCPS 계정의 비밀번호는 재설정하도록 제안하더라도 재설정하지 말 것. 
동일한 로그인 계정은 FCPS 네트워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함 (예: G Suite, FCPS 24/7, Schoology). 여러분의 

FCPS 계정은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알림을 받게 될 것임 . 비밀번호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 
다른 모든 계정의 경우 , 여러분은 이제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으며 크롬은 이를 기억하고 로그인될 

것임. 비밀번호 진단을 실행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임 : 

영상 15 
중요 사항 요약 

크롬 동기화에 관한 중요 사항: 
● 크롬 동기화 사용은 선택 사항임 .
● 오직 FCPS 가 제공한 기기 또는 여러분이 소유한 기기에서만 크롬 동기화를 사용할 것 .
● 동기화할 항목을 따로 선택할 수 있음 .
● 공용 컴퓨터 또는 여러분이 소유한 기기가 아닌 기기를 사용할 때는 크롬에 로그인하지 말고 게스트 모드 및

시크릿 모드로 사용할 것 .
● 학교용 및 기타 사용을 위해 별도의 크롬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으며 , 이는 학교 관련 정보를 개인 계정에

동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 .
●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 프로필들을 전환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함 .

http://passwords.google.com/
https://www.youtube.com/watch?v=eXQYv1ediHk&list=PLPjQQpx4L5DFIZ9IRgjclNpsWzFOlf6Dp&index=15


               
             

           
     

 
     

 
        
             

        
         
                 
          

 

● 크롬 동기화를 사용하기 전에 북마크를 백업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북마크를 내보낼 것 . 크롬 동기화 사용을

설정한 후에 북마크가 누락되었을 수 있으나 , 백업을 이용하여 북마크를 가져올 수 있음 . 북마크를 가져오면 ,
북마크는 가져온 폴더 (Imported Folder) 에 있게 될 것임 . 북마크 관리자 (Manage Bookmarks) 를 선택하여

북마크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음 .

비밀번호 관리자에 관한 중요 사항: 

● https://passwords.google.com/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진단을 실행할 것 .
● FCPS 의 동일한 로그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말 것 . (예: G Suite, FCPS 24/7, Schoology, 등등.)
동일한 로그인 계정은 FCPS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계정임 .

●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 ’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임 .
● @ fcpsschools.net 계정에 개인 비밀번호 또는 개인 데이터 자동 완성을 동기화하지 말 것 .
● 개인 크롬 프로필에도 학교 관련 정보를 동기화하지 말 것 .

https://passwords.google.com/
https://passwords.google.com/
http:fcpsschool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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