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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 개 요

ㅇ 지능정보사회 ICT 환경의 ‘위험 최소화, 기회 최대화’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 기회 확산*을 위해 전국민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제3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16～’18), 관계부처 합동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의8(인터넷중독관련교육)에 의거 ’13.5부터법정의무교육으로실시

□ 교육 안내(2018년)

ㅇ (교육대상)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구분 대상 횟수

교

육

기

관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연 1회 이상
유치원 소속 유아 연 1회 이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소속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대학교 소속 학생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소속 직원 연 1회 이상

※ 교육기관은 소속 교육생이 대상(교직원은 제외)이며, 공공기관은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전원이 대상

ㅇ (교육기간) 2018.1.1. ~ 2018.12.31.(연중)
※ 2018년도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19년 2월 실시 예정

ㅇ (교육내용)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현황 및 사례, 예방 및 시간

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ㅇ (교육방법) 전문강사 초빙 교육, 자체(기관 내)교육, 강의,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콘텐츠 활용) 등 기관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 부처 역할에 부합하는 디지털 역기능

주제별·대상별 예방교육을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 및 신청 방법은 [붙임1] 참조



붙임 1  스마트폰(인터넷)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안내

□ 요약

부처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과기
정통부

교육

레몬교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과정
유·초·중·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성인

WOW 건강한 멘토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심화과정 초·중·고교생

다 함께 꿈 톡톡!! ∘체험형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학생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습
유·초·중·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성인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문체부
교육

학부모게임문화인식제고
교육

∘게임 인식 제고, 게임 이용 지도 교육 초·중교생 학부모

게임리터러시 교사직무연수 ∘게임 리터러시 직무연수 및 선도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산자부
앱서비
스

세모달 앱서비스 ∘스마트폰 바른 사용 학습 기능 제공
초등저학년·학부모, 교사,

상담사

복지부 교육 중독예방교육 ∘뇌의학기반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교육 보건교사, 상담교사

여가부 교육
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

부모교육
∘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대상 예방가이드 교육 학부모

방통위
교육/
SW보급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중독 상담 관리 및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유해정보 차단 SW 활용 및 스마트폰 역기능 교육

∘스마트폰 중독 상담관리 프로그램 활용법 및 상담
교육

학부모, 교사

∘건전한 미디어 교육 교사

사감위
예방
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문화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예방교육 콘텐츠 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연극 ∘문화콘텐츠(연극)를 통한 도박문제 예방 중·고교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레몬교실·WOW 건강한 멘토링

❑ 레몬교실
ㅇ 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교원, 학부모

ㅇ 교육방법: 전문 예방교육강사가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방문하여 표준강의안을 활용한
집체형 강의 진행

- 평균 교육인원은 유아 40명, 초·중·고교생 80명, 교원·학부모 160명

- 학교 사정에 따라 강당 및 방송 강의 통해 교육인원 조정 가능

❑ WOW 건강한 멘토링
ㅇ 교육대상: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ㅇ 교육방법: 전문 예방교육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체험 중심의 모둠활동 및 소그룹
토론형태로 강의 진행

- 학급별 강의로 평균 교육인원은 30명 내외

- 학급단위로만 신청가능하며 강당 및 방송 강의 불가능

❑ 레몬교실·WOW 건강한 멘토링 공통사항

ㅇ 운영기간: 2018. 3. ~ 12.

ㅇ 신청방법: 담당교사가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신청
* www.iapc.or.kr 방문 ⇒ [예방교육] 메뉴 ⇒ [레몬교실 또는 WOW 건강한 멘토링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 해당 지역 스마트쉼센터 담당자 확인 및 강사배정 후 신청 교사에게
문자와 메일 알림

ㅇ 상세내용: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강의자료 다운로드 가능
* www.iapc.or.kr 방문 ⇒ [콘텐츠·자료실] 메뉴 ⇒ ‘예방교육’으로 검색 ⇒ 2018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콘텐츠

ㅇ 레몬교실·WOW 건강한 멘토링 문의처: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

지역 담당자 전화 지역 담당자 문의처

서울 최승미 02-6191-2043 경기남부 이현이 031-8008-8046

부산 김남순 051-744-7755 강원 최수진 033-249-3075

대구 박신혜 053-803-6941 충북 양명순 043-211-8275

인천 정기출 032-725-3232 충남 장보미 041-635-5836

광주 정혜원 062-613-5798 전북 조아라 063-288-8497

대전 이태균 042-270-3225 전남 김지우 061-642-1973

울산 전선아 070-8894-0830 경북 김지언 054-247-0076

세종 홍원기 044-300-2471 경남 김고은 055-281-7335

경기북부 이아람 031-8008-8058 제주 강현순 064-723-26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함께 꿈 톡톡!!’ 진로교육 프로그램

ㅇ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ㅇ 운영기간: 2018. 9. ~ 12.

ㅇ 신청방법: 추후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 공지(7월 예정)

ㅇ 프로그램 상세 소개

프로그램명
다함께 꿈 톡톡!!
* 꿈 = 진로, 톡톡 = 스마트계산기를 두드리는 의성어, 스마트계산기 = ICT의 상징
및 프로그램의 4단계 활동인 사친연산을 함축

개발원리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2016.4. 교육부)

2) 중학교 1~3학년 ‘진로와 직업’ 교과서 편성지침
3)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5. 미래창조과학부)
4) 청소년 진로 관련 주요 능력 증진(커리어넷 진로교육자료 등)
5) 청소년 활동역량 발달 전략(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 등)
6) 셀프리더십의 자기지시와 자기동기부여 원리 및 전략

활동목표

1) 프로그램 참가자가 스스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
2) 참가자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행동화 과정에 ICT(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
- ICT(스마트폰)의 기존 사용습관을 재설계하여, 자신의 진로목표에 맞게 활용
- 즉각적 전면적인 사용형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습관형성과
성공경험이 동기 강화를 위한 새로운 틀이 되도록 초점

3)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의 발달역량 및 셀프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및 진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 통제능력 향상

활동대상 * 중학교 1학년(자유학기제 시행 대상) * 중학교 2~3학년대상 응용 가능

활동유형 개인 활동, 집단(모둠)활동

진행형태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직관적 체험 중심의 진행

진행시간 1모듈 2차시(총 90분 / 1차시 45분) * 3차시로 활용 가능

주요내용
1)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통해 ICT 미래유망 직업군 이해 및 관련 진로·적성 탐색
2) 교육 참가자별 진로·적성 탐색결과 및 실천방법 이야기나누기

기대효과

1) 교육대상 스스로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자기계획 및
시행화하며 습관화

2)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자신의 생활과 진로행동화에 주는 이익을 체험
3) 교육대상의 정서·인지·행동 간 유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냄
4) 교육대상에게 필요한 발달역량(자아역량, 성취동기역량, 문제해결역량) 및 셀프리
더십 능력 외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조절능력,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능력, 진로
의사결정능력 등을 향상

ㅇ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조성미 선임상담사(T. 053-230-13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콘텐츠

ㅇ 교육대상: 유 초 중 고교 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성인

ㅇ 이용방법: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콘텐츠·자료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ㅇ 프로그램 상세 소개

개발연도 대상 시간(분) 내용

2014

유아 15
캐릭터 에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관련 창작동화, 체조, 노래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과 과다사용시 유해성 및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

초등생 15
초등학생인 콩이가 학교, 집, 친구관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구성

중·고생 30
스마트미디어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과의존의 심각성을 알고, 예방방법을 익힘으
로써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구성

대학생 50
스마트미디어 사용 상태를 오감(五感)이라는 감각기능 및 객관적 정보에
비추어 비교하며, 중독 현황과 사례, 그로 인한 다양한 후유증과 폐해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

성인
(직장인)

50
직장인 자신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상태를 공과장이라는 사례에 비추어
비교하며, 중독 현황과 사례 및 후유증, 예방가이드를 제시하여 조절능
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2015

유아 15
모바일 게임과의존에 대한 내용으로 기개발한 그림동화 및 인기 캐릭터를 활용
하여 동화, 동요로 구성(애니메이션+동요 방식)

초등생 30
모바일 게임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 에피소드로 제시 및 스마트 가이드, 바른 약속하기로 구성(애니메
이션 방식)

중학생 30
SNS 과의존 및 모바일게임으로 겪게 되는 내외적 갈등과 결과를 고찰할 수 있
는 2가지 에피소드 제시 및 스마트 가이드, 또래 인터뷰, 바른 스마트폰 사용방
법 소개로 구성(드라마 방식)

고등학생 30
SNS 과의존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심각성 인지, 고등학생 이용 실태 조사, 3
가지 사례드라마, 또래인터뷰 등으로 구성(드라마 방식)

성인
(학부모)

40
자녀 및 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강연 방식)

2016

중·고생 30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화와 특징을 이해하고, SNS, 게임, 등 관심분야별
로 바른 사용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웹툰 + 강연 방식)

성인
(학부모)

20
실생활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위주로 학부모의 디지털 소양의
식을 높이고 자녀들의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개념과 인식개선 내용으로 구성
(웹툰+강연 방식)

2017

직장인,
대학생,
군장병,
성인

20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 등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소개(스마트한 ON/OFF)
※ 해당 콘텐츠는 배움나라(estudy.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국민 대상
무료 교육과정 운영 중

ㅇ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조성미 선임상담사(T. 053-230-13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ㅇ 교육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전문상담교사 포함)

ㅇ 교육과정명: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ㅇ 수강신청 및 교육기간: 2018. 3. ~ 11.

구 분 수강신청 승인일 교육기간 평가기간

1기 03.08.(목)~3.14.(수) 03.15.(목) 03.08.(목)~03.27.(화) 03.16.(금)~03.27.(화)

2기 04.05.(목)~04.11.(수) 04.12.(목) 04.05.(목)~04.24.(화) 04.13.(금)~04.24.(화)

3기 04.26.(목)~05.02.(수) 05.03.(목) 04.26.(목)~05.15.(화) 05.04.(금)~05.15.(화)

4기 05.17.(목)~05.23.(수) 05.24.(목) 05.17.(목)~06.05.(화) 05.25.(금)~06.05.(화)

5기 06.14.(목)~06.20.(수) 06.21.(목) 06.14.(목)~07.03.(화) 06.22.(금)~07.03.(화)

6기 07.12.(목)~07.18.(수) 07.19.(목) 07.12.(목)~07.31.(화) 07.20.(금)~07.31.(화)

7기 08.16.(목)~08.22.(수) 08.23.(목) 08.16.(목)~09.04.(화) 08.24.(금)~09.04.(화)

8기 09.13.(목)~09.19.(수) 09.20.(목) 09.13.(목)~10.09.(화) 09.21.(금)~10.09.(화)

9기 10.18.(목)~10.24.(수) 10.25.(목) 10.18.(목)~11.06.(화) 10.26.(금)~11.06.(화)

10기 11.15.(목)~11.21.(수) 11.22.(목) 11.15.(목)~12.04.(화) 11.15.(금)~12.04.(화)

ㅇ 프로그램 상세 소개

· 연수시간: 총 30시간(2학점)

내 용 시수 내 용 시수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 2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의 이해 2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1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존질환 2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책적 대응방안 1 인터넷문화와 인터넷심리 1

청소년과 인터넷문화 1 청소년 인터넷 게임동향 2

대화기법 3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의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개인상담 과정 2 가족치료 3

영화치료 1 미술치료 1

음악치료 1 스마트폰 과의존의 병원치료 1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위기상담 1 부모교육 준비 1

부모교육의 단계 및 과제 1 스마트폰 과의존과 진로상담 2

ㅇ 신청방법: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www.neti.go.kr)에서 수강신청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기수당 100명 선착순)

- 수강 관련 자세한 안내는 2월 중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예정

ㅇ 학습방법: PC 환경에서 ‘로그인’한 후 ‘나의 학습방’ → ‘수강과정’에서 학습

ㅇ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조혜진 수석연구원(T. 053-230-1339)



[문화체육관광부]

건전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 학부모 게임문화 인식 제고 교육

ㅇ 목 표: 학부모 인식제고 교육을 통한 자녀의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

ㅇ 교육대상: 전국 학부모

ㅇ 교육내용

- 게임문화 이해와 자녀소통, 게임이용지도 방법 등 교육운영

- 초·중학교 및 공공시설 방문을 통한 게임리터러시 교육운영

ㅇ 신청방법: 해당 홈페이지(http://www.gschool.or.kr/)를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게임산업진흥단 구연진 차장(T. 061-900-6313)

❑ 게임리터러시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ㅇ 목 표: 교사의 게임문화 인식 제고 및 게임리터러시 학교 교육 역량 강화

ㅇ 교육대상: 전국 초·중·고 교사

ㅇ 교육내용

- 게임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게임 활용, 게임이용 지도 등
소통방법 교육

* 총 15시간, 1학점 생활지도부문(온 오프라인 교육)

- 교사 연구회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 게임리터러시 적용 강화

ㅇ 신청방법: 해당 홈페이지(http://www.gschool.or.kr/)를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게임산업진흥단 구연진 차장(T. 061-900-6313)

❑ 게임문화 가족캠프

ㅇ 목 표

-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게임이용자 저변 확대기회 마련

- 가족 및 게임 이용자 간의 소통 기회 제공

ㅇ 참가대상: 청소년(초등학생 위주) 및 보호자

ㅇ 캠프내용

-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게임 체험 및 강의, 게임을
통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진행

- 수도권 4회, 호남 및 영남권 각 2회 진행

*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우선으로 진행하되 타 지역 참가자도 수용

ㅇ 신청방법: 참가신청 웹 페이지를 통한 신청(추후 공지)

ㅇ 문 의 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수민 주임(T. 061-900-6319)



[산업통상자원부]

세모달 앱서비스

ㅇ 세모달이란?

- ‘세우고, 모으고, 달성하자’의 줄임말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습관을 도와주는 앱서비스

ㅇ 목 적

- 스마트폰 보유 시작 시기의 부모와 자녀,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바른 사용 학습을
위한 소통 서비스 제공

- 차단 통제가 아닌 방법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원활한 부모와의 소통과 코칭을
돕기 위해 자녀 유형별 생활습관 관리를 포함한 관련 정보 제공

ㅇ 대 상 :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학부모
(기관) 초등학교 및 상담기관(초등학교 교사, 상담사), 내담자

ㅇ 서비스 효과
• Coach Digital Behavior : 자기 주도적 목표설정 및 실행을 돕는 서비스
• Connect Family : 엄마와 아이의 소통 강화 및 정서적 결손 개선
• Empower Parenting : 부모 양육의 자신감

ㅇ 주요기능 (* 소개영상 : goo.gl/BE4qvh)

구분 내용

자녀용(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알림 서비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 알림 서비스

부모&자녀 공통기능
∘하루 일정과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만들고 공유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보상 시스템

부모용(앱)
∘자녀 스마트폰 사용 습관(시간, 사용량 등) 비교분석
∘자녀와 부모가 설정한 목표 관리에 따른 매거진 콘텐츠 제공

상담사/교사(웹관리자) 상담객(부모 자녀) 관리 프로그램

ㅇ 활 용 : (개인용)앱스토어 런칭 예정(하반기)
(기관) 서울시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서울지역 3개소 도입 공동시범사업 추진 중
(활용도입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안나영 선임 031-780-2263, anna@kidp.or.kr)



[보건복지부]

중독예방교육

ㅇ 목 적
- 중독예방교육을 당위적 차원이 아닌, 뇌의학적 지식의 향상 차원으로 접근하여
중독 교육의 효율성을 높임

- 중독 관련 전문가 및 일선 학교 보건교사 등이 인터넷게임 중독 등 중독예방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재 보급

ㅇ 교육방법: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가 뇌의학기반 중독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ㅇ 주요내용
- 정신행동건강문제로서의 인터넷/게임중독의 개념
- 정신행동기능을 관장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
- 중독에 관여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
- 뇌의 기능에 근거한 중독예방방법
* 강의 분량 : 1시간 30분 / 3시간 분량 등 두 가지 형태

ㅇ 신청방법
- 각 교육청별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신청
* 접수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락처 참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지원단을 통해 강사 지원, 교육 장소 제공 및 교육 관련
기타 소요 비용은 교육청 부담

☞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시도 기관명 시군구 주소 전화

서울
(4)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북구 강북구삼양로 335-1 2층 02-989-9224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로구 구로구구로중앙로 214 창무빌딩 4층 02-2679-9353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봉구 도봉구방학로 53 백윤빌딩 2층 02-6082-6793-4

노원구증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노원구노원로 16길 15, 912동 1층 02-6941-3677-8

부산

(4)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남구 남구용소로 46번길 4 우양빌딩 2층 051-246-7574,7570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해운대구 해운대구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1층 051-545-1172

부산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북구 북구금곡대로 616번길 41 오성빌딩 5층 051-362-5482,5484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상구 사상구모라로 110번길 85 주공아파트1단지나상가 2층 051-988-1191

대구

(2)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아양로 246-1 3층 053-957-8817~8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서구 달서구학산로 50 월성문화관내 053-638-8778,3778

인천

(5)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계양구 계양구게양대로 126 계양구의회청사 1층 032-555-8765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평구 부평구마장로 410번길 5청천2동 주민센터 3층 032-507-3404,5

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수구 연수구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층 032-236-9477,8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인중로 377 2층 032-764-1183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 남동구 남동구구월로 320 웰빙프라자 4층 032-468-6412



[보건복지부]

시도 기관명 시군구 주소 전화

광주

(5)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서구 서구회재로 897-1 용현빌딩 2층 062-654-3802,3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북구 북구유동중가로 26 4층 062-526-3370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 동구 동구금남로5가 166대화빌딩 3층 062-222-5666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남구 남구독립로 25-1 4층 062-412-146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광산구 광산구상무대로 239-1 5층 062-714-1233

대전

(3)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덕구 대덕구계족로 665번길 27 한마음상가 207호 042-635-8275,6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구 서구신갈마로 209번길 25 2층 042-527-9125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구 동구계족로 108-1 042-286-8275,6

울산

(2)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남구 남구달동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5층 052-275-1117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구 중구학성로 84-1번지 3층 052-245-9007

경기

(7)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남시 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223 파이낸스빌딩 4층 031-751-2768,9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원시 수원시팔달구매산로 89 구중부소방서 2층 031-256-9478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시단원구화랑로 387 031-411-8445,6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양시 안양시만안구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 5층 031-464-0175,6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정부시 의정부시흥선로 138번길 16 031-829-5001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시 파주시문산읍개포래로 34 문산보건지소 2층 031-948-8004,8044

화성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화성시 화성시정남면서봉로 998 정남보건지소 1층 031-354-6614

강원

(3)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시 강릉시경강로 2279 강맥빌딩 A동 2층 033-653-9668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원주시 원주시원일로 139 원주건강문화센터지하 1층 033-748-5119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춘천시 춘천시삭주로 84 수인빌딩 3층 033-255-3482

충북
(1) 청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주시 청주시상당구대성로172번길 21(흥덕보건소별관) 3층 043-272-0068

충남

(2)

아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산시 아산시번영로 224번길 20번지 041-537-3332,4,5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천안시 천안시서북구서부8길 29 041-577-8097,8

전북

(2)

군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 군산시대야면백마길 16 063-464-0061~3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 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 293 063-223-4567,8

전남

(2)

목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목포시 목포시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3층 061-284-9694

여수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수시 여수시시청서4길 47 여수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2층 061-659-4255

경북

(2)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미시 구미시검성로 115-1 054-474-9791,2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시 포항시북구삼흥로 98 포항시북구보건소내 054-270-4148~50

경남

(4)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해시 김해시분성로 227 김해보건소내 2층 211호 055-314-0317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산시 창원시마산합포구합포로 2 3층 055-247-6994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진주시 진주시진주대로 816번길 20, 2층 055-758-7801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창원시 창원시의창구신사로 34(신월동) 055-261-5011,2

제주

(2)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제주시서광로175(용담1동) 아세아빌딩 5층 064-759-0911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귀포시 서귀포시중앙로 101번기 52 064-760-6077



[여성가족부]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

ㅇ 운영기간: 2018. 3. ~ 12.

ㅇ 교육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ㅇ 교육내용: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 청소년의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습관 관리
및 지도 방식의 이해 등

ㅇ 지원사항: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후 위험군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안내 및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교육 실시

ㅇ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T. 051-662-3195)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ㅇ 조사기간: 2018. 1. ~ 12.

ㅇ 조사대상: 학령전환기 청소년 초4, 중1, 고1 전체

ㅇ 조사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진단

ㅇ 지원사항: K척도, S-척도에 의한 온라인 자기진단 실시 및 상담·치료 서비스 연계
ㅇ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T. 051-662-3191)

☞ 여성가족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담당자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255 (갈월동) (04322) 070-7165-1026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로 20, 2층(전포동) (47310) 051-804-5001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81길 66-5 (41934) 053-659-6270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광역시동구박문로 1, 인천교구청소년센터 1층 (22573) 032-721-2306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173 5층 (61948) 070-8850-4293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동구대전천동로 508 대전청소년위캔센터 6층 (34630) 042-257-2000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광역시중구학성로 76 알리 안츠생명빌딩 3층 (44532) 052-216-133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조치원2길 5(태원빌딩) 4층(30028) 044-867-2000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장안구송원로 55 경기행정동우회관1층 (16305) 031-248-1318
(내선 201)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원도춘천시소양로 167 2층 (24241) 033-256-2000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북청주시상당구대성로 103 (문화동) 제3별관 (28516) 043-220-6829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천안시서북구서부대로 766 (두정동) 4층 (31100) 041-554-2130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전주시덕진구팔달로 346 4층 (54935) 063-274-1388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4층 (58564) 061-280-9025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북도안동시축제장길 20 (옥야동) (36708) 054-850-1032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남창원시의창구사림로 45번길 59 청소년관 4층 (51138) 055-711-13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남로 7길 4 2층 (63222) 064-759-9951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ㅇ 소 개

-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는 ‘사이버안심존 앱’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최소화

ㅇ 개 념 도

- ‘사이버안심존’ 앱 설치(학생) 후 스마트폰 이용행태 점검(학부모) 및 과의존 관리
프로그램 운영(교사), 스마트폰 이용행태 통계 DB 생성

- 교사는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 조회, 상태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학부모 알림 등 조치

ㅇ 신청절차: 사이버안심존 신청 ⇒ 대상학교 선정 ⇒ 지원(학부모교사교육) ⇒ 사후관리

ㅇ 신청주소: www.사이버안심존.kr / www.상담관리.kr

ㅇ 문의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이선심 과장(070-8765-8312, sslee927@moiba.or.kr)

스마트안심드림 SW

ㅇ 소 개
-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수신되거나, 고민단어(자살, 왕따, 가출 등) 검색 시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사이버언어폭력 의심 문자 : 욕설, 협박, 폭언, 폭행, 비행, 괴롭힘, 갈취, 고민 등

ㅇ 내 용: '스마트안심드림‘ 보급을 통해 사이버언어폭력을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 확산 방지

ㅇ 이용방법: 국내오픈마켓 원스토어에서 설치 대상 스마트폰(부모·자녀)에 다운로드
* 가입한 통신사 구분 없이, 부모명의 스마트폰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 가능하며,
안드로이드폰은 국내 오픈마켓에서만 다운로드 가능

ㅇ 문의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이선심 과장(070-8765-8312, sslee927@moiba.or.kr)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i-Net

ㅇ 소 개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스스로 청소년 유해정보(사이트․동영상․앱)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필터링 S/W 보급

- 차단정보를 등급 DB로 구축 및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배포

ㅇ 내 용:

-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속을 차단하는 필터링 S/W를 무료로 보급하고 차단정보 DB를
구축 및 배포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

- 그린 i-Net S/W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제품으로,
방통위와 6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가정용 PC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

ㅇ 주요기능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사이트
필터링

자살, 폭력, 음란물, 도박 등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자녀가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차단

프로그램 차단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특정 유해프로그램 차단

사용시간 제한설정 부모가 외출하거나 늦은 밤시간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미리 조정

필터링 S/W 보호
자녀가 프로그램을 쉽게 지울 수 없게 만듦
(관리자 및 부모 허가 없이 프로그램 삭제 불가)

필터링 등급 선택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내용별 차단등급을 자율적 선택

동영상 차단
P2P, 웹하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 유해동영상(음란/잔
혹/엽기 등)의 재생, 편집, 재배포를 차단하는 기능

ㅇ 설치방법: ‘그린아이넷(www.greeninet.or.kr)’ 홈페이지 접속 및 다운로드

ㅇ 문의처: 그린아이넷 콜센터(02-523-3566, www.greeninet.or.k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상별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

ㅇ 교육대상: 유 초 중 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ㅇ 운영기간: 2018. 1. ~ 12.

ㅇ 신청기간: 2018. 1. ~ 11.

ㅇ 신청방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신청

ㅇ 프로그램 상세 소개

대상
회기
(분)

프로그램 구성 방식 기타

유아
1회
(30분)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도박의 원인이 되는 사행심을
‘욕심’으로 설명하여 도박문제의
이해를 도움

애니메이션과
교육놀이 활용한
눈높이에 맞춘
예방교육

∙애니메이션(3종/5분)
- ‘나는야 최고부자’,
- ‘어리석은 수달아저씨’,
- ‘재미있게 가위바위보’

∙교육놀이(2종)

초등
저학년

1회
(30분)

<돈내기게임 바로 알기>
‘어리석은 수달 아저씨’, ‘재미있게
가위바위보’, 돈내기게임의 특성
및 부정적 영향, 퀴즈를 활용한
도박의 이해, 도움 요청 방법

애니메이션과
집단토의를 통한
참여형 예방교육

‘딱지치기 게임’ 예시

초등
고학년

1회
(30분)

<게임과 도박 구별하기>
‘신애의 뽑기’, 돈내기게임의 특성
및 부정적 영향, 퀴즈를 활용한
도박의 이해, 도움 요청 방법

‘스마트폰 게임’ 예시

초등
학부모

1회
(50분)

<내기와 아동발달>
도박과 도박문제의 이해, 자녀의
게임도박 문제 예방법, 도움 요청
방법

중학교
1회
(40분)

<게임과 도박 구별하기>
온라인 사행성 게임 및 도박의
이해, 도박문제의 과정, 도박문제
예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

영화 및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교육

중학생 대상
단편 영화
‘홀릭’ 활용

고등
학교

1회
(40분)

<게임과 도박 구별하기>
온라인 사행성 게임 및 도박의
이해, 도박문제의 과정, 도박문제
예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

고등학생 대상
단편 영화

‘아르마딜로’ 활용

ㅇ 프로그램 비용: 무료

ㅇ 문의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사업팀 윤진욱(T. 02-740-90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문화콘텐츠

ㅇ 교육대상: 중 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ㅇ 운영기간: 2018. 1. ~ 12.

ㅇ 신천기간: 2018. 1. ~ 12.

ㅇ 이용방법

- 영화, 연극: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사업팀에 문의

- 애니메이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이용

[예방콘텐츠] ⇒ [애니메이션 콘텐츠] 메뉴

ㅇ 프로그램 상세 소개

구분 상영시간 내 용

독립영화

25분
<홀릭>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중학생이 경험하는 도박문제를 현
실감 있게 묘사

20분
<아르마딜로>
스포츠 토토에 점점 빠져드는 고등학생의 일상을 통해 도
박문제가 발생하는 과정 묘사

애니메이션

2분 14초
<그들의 1년!>
사행성게임에 전념한 1년 후의 모습

2분 14초
<청소년, 도박의 늪에 빠지다>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도박문제 발생과정

5분 14초
<마지막 메시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도박문제 빠지는 과정, 가족의 아픔

3분 51초
<도박 조심해!>
사소한 내기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불법 스포츠 도
박)으로 도박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그린 카툰

ㅇ 프로그램 비용: 무료

ㅇ 문의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사업팀 최혜정(T. 02-740-90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연극

ㅇ 교육대상: 중 고교 학생

ㅇ 운영기간: 2018. 5. ~ 12.

ㅇ 신청기간: 2018. 4. ~ 6.

ㅇ 신청방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사업팀에 문의

ㅇ 프로그램 상세 소개

대상 회기(분) 프로그램 구성 방식 기타

중 고
등학교

1회
(30분)

<사건번호 1336>
청소년 주인공이 사행성게임으
로 도박문제가 발생함. 법정에서
주인공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통해 도박문제를 이해함

뮤지컬
참여형 연극

40회 운영

ㅇ 프로그램 비용: 무료

ㅇ 문의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사업팀 최혜정(T. 02-740-9034)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연락처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북부센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02-740-9100

서울남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조양빌딩 5층 02-2006-9400

경기
경기북부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희망빌딩 4층 031-919-0814

경기남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6층 031-243-8280

강원
강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22 2층 033-822-2011

정선분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 2층 033-813-2810

대전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층 042-867-0075

대구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053-256-1336

인천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206 중앙프라자 A동 901호 032-438-6565

경남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법우빌딩 4층 055-264-7082

부산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051-441-2190

광주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5 삼양사 광주지점 4층 062-369-1368~9

전북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낙원빌딩 B동 2층 063-255-1336

충북 충북센터 충북 청주시 경산로 1 권효정 건물 5층 043-275-0051

제주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한빛빌딩 4층 064-751-1336


