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19년 교육실시 결
과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관련
3.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8.2)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어린이집 등)
이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및 관계부처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상
담 프로그램을 등을 '붙임3'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4. 아울러 '19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는 '20.4.30(목)까지 온라인 실적관리 시스템(스마
트쉼센터(www.iapc.or.kr)-'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과의존대응팀 손명기수석(053-230-1342))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실시결과를 제출할 필요 없음

붙임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1부.
2. 교육실시결과 입력 매뉴얼 1부.
3.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통합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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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 목적

ㅇ

국가정보화기본법 (‘18.2.21) 및 시행령 개정(’18.8.28)에 따른 인터넷
*

중독 예방교육실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예방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대학교

대상
횟수
이수기준
교육방법
영유아 연 1회 이상
o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유아 연 1회 이상 이수율* o 내부교원·직원등에의한교육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70%이상 o 온라인교육
직원 연 1회 이상
o 그밖에교육효과를예상할수
이수율
학생 연 1회 이상 50% 이상 있는인터넷중독예방교육

* 이수율(%)=(교육참여인원/교육대상인원)×100

ㅇ 교육내용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

(

(

-

)

·

현황 및 사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 그 밖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 교육실시 결과 제출

ㅇ 온라인

*

-

제출(별도 공문 제출필요 없음)

제출기간

: ’20.2.26.(

수)

∼

목)

4.30(

*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접속 -‘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에서 실시결과 입력
※ 관련 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