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실…  

  

 

 

안전하다구요? 모든 메신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 사용자의 신원, 친구, 교환, 위치, 

의견, 경로, 주소 책, 사진 이 모두가 그들 자체의 인프라에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메신저는 사용자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한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귀하는 읽어보지도 않고 길게 나열된 텍스트를 수락합니다. 사용자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속하고 사용자의 구매와 의견을 유도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판매됩니다. 결국, 데이터는 

보호되지 않고 그들의 것이 되며 그들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숨길게 없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귀하와 같습니다. 이것은 숨겨야 하는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사용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 및 사용자의 관계가 피해를 보지 

않게 예방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대출, 보험, 고용 등, 그들은 사용자의 메신저를 

마음대로 다룹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또한 그들에게 사용자의 정치적 선택, 정신 세계, 

가족, 프라이버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 모두가 영원히 저장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원할 경우,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전송하거나 수신한 적이 없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메신저는 필요합니다. 메신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Skred를 발명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메시징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메시징 시스템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그것를 이용할 수도 없고 또한 액세스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Skred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Skred는 사용자끼리 서로 직접 연락하게 만듭니다. 다른 메시징 시스템과 달리, 발송인이 메시지를 보낼 때, 

Skred가 그것을 받지 않고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달합니다. 아무 것도 Skred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직접 교환하므로 

Skred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Skred는 모바일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묻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전송하고 귀하가 수신한 메시지는 귀하의 수신 

전화 상에만 있고 암호화되어 어느 누구도 그것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Skred에는 수 천 가지의 마법과도 

같은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Skred는 다른 메시지 전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료이지만, 사용자의 

데이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Skred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나요? Skred의 상무 이사인 Jerome Aguesse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즈니스 비밀 유지를 원하고 또한 더 저렴한 솔루션을 찾고 있는 비즈니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누설없이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저희를 지원하여 다수의 당사자간 음성 및 화상 통화 기능으로 혜택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 월 2.99€로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kred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천6백만명이 사용 중입니다.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란 입소문으로 확산되어, 매일 더 많은 사용자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인프라가 없어, SKRED는 가정용 냉장고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에너지는 100% 

친환경으로 인증됩니다. SKRED는 제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로 탄소입니다.  
   

Skred의 창립자인 Pierre Bellanger씨는 최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 세계 어느 곳에나, Skred는 사람들이 

감시받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SKRED는 자유의 동반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