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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캠페인 전개
- 부모 디지털 코칭 지도법, 과의존 진단 체험 등 9월 2일부터 2개월 간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문용식, 이하 NIA)과 함께 9월부터 2개월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o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을 과도
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 만3세～6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 ‘1819.1% ￫ ‘1920.0% ￫ ‘2023.3%
□ 구체적으로, ‘건강한, 안전한, 똑똑한, 즐거운 디지털’을 주제로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수칙 제시, 부모 디지털 코칭 교육, 슬로건
공모 및 과의존 진단체험, 과의존 예방 콘텐츠 제공 등 자녀와
부모가 함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모 디지털 코칭 교육은 ‘부모가 알아아 할 디지털 코칭

o

: 부모도 배워야죠?’ 라는 주제로 디지털 학부모 교육(육아), 청소년
상담심리, 자녀와 소통 등 분야에서 국내 저명한 연사를 초청해
9월 14일부터 매주 2회, 총 8회 진행하고, 이 시대에 부모들이 겪는
과의존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박윤규 실장은 “온 국민이 건강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캠페인을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이라며
o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각급 학교‧공공기관의 교육

참여와 관리자 특별교육 강화 등 과의존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년 3종(0.4억원) → ’21년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18종(4억원)

□ 아울러,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1599-0075, www.iacp.or.kr)에서는
연중 과의존 예방 전문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놀이체험
AI코 딩 , ICT 진로체험 등 각 지역 쉼센터별로 특화된 교육프로
그램도 진행된다.
o

이번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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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캠페인 홍보 포스터

붙임2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수칙

지능정보화시대, 하루 온 종일 함께 하는 스마트폰~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천 약속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 잠잘 때는 거리두기!
‣ 과도한 사용은 No, No!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규칙 세우기!
‣ 불필요한 대화방 알림은 OFF!
‣ 앱 다이어트로 안 쓰는 앱 정리!

‣ 스몸비 주의, 주머니에 넣고 걷기
‣ 게임, 동영상 이용 연령 확인 필수!
‣ 사고예방, 이어폰 볼륨 줄여요～!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저장않기!
‣ SNS 친구추가는 필요한 친구만!

‣ TED, MOOC 유명강좌도 무료로!
‣ 손 안에 세상, AI비서로 편리하게!
‣ 흔들고, 체크인! QR코드 센스～
‣ 정부24 등 유용한 전자정부 앱 활용!
‣ 공공장소에서는 매너모드로～

‣ 방콕 아닌 집콕, 홈트로 해소～
‣ 온택트, 영상통화로 소통의 즐거움!
‣ 이젠, 폰으로 작품을 만들어 볼까?
‣ 전자책 활용, 어디서든 독서삼매경
‣ 대화에 집중, 스마트폰 뒤집어두기

붙임3

부모 디지털 코칭 교육 일정

붙임4

캠페인 홍보 콘텐츠

카드뉴스
ㅇ 스마트폰 과의존 개념, 실태, 과의존 폐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수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 보급
과의존 이해>

<

바른사용 실천수칙>

<

과의존 예방 동영상 등
ㅇ

년 예방 교육용으로 활용 중인 대상별 동영상 홍보

’21

붙임5

슬로건 공모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참여형 프로그램(안)
ㅇ 스마트폰 바른 사용 슬로건 공모

구분
주제
기간
방법
기타

주요내용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슬로건 공모
2021년 9월 2일(목), 3주간
‘슬기로운 바른생활’캠페인 홈페이지 공모 이벤트 참여
참여자 중 추첨 통해 선물(모바일 기프티콘) 제공

ㅇ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체험

주요내용

ㅇ 스마트폰 바른사용 바로 알기 퀴즈

주요내용

ㅇ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다짐하기

주요내용

ㅇ 온라인 릴레이 특강 참여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종한 사무관(☎ 044-202-6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